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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 1980년대 중반 이래 성공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및 안정적인 성
장 기조를 시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낮은 국내 투자
율, 민간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생산 역량 미흡, 기업 활동에 대한 고질
적인 사회적 고비용, 전후방 연관 산업군 미약, 대중국 의존도 지속 등
지속성장의 기반을 약화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요인들이 베트남 경제
에 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이 베트남에 대한 ODA를 수행할
때 중소기업, 산업클러스터 및 수출산업 육성 등의 세 분야에서 어떠
한 전략을 마련하여야 하는가를 모색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중소기업 부문 ODA 지원전략, 한
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클러스터 지원전략,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수
출산업 지원전략 등 각 분야별 ODA 지원전략을 차례로 제시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산업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의 유일한 국책 연구
기관으로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에 이론적, 정책적 기여를 해왔으며,
이제 한국의 산업 분야 ODA에 적극 참여하여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는 사업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
러한 취지에서 당 연구원이 기획하고 있는 일련의 산업 분야 ODA 정
책 연구 시리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오늘날 개도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경향에 맞
추어 산업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있습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 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산업 분야
ODA 연구와 사업들은 산업화 경험의 비교우위를 살려 한국이 국제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는 산학연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산업 ODA 분야에 풍부
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이시욱 교수와 서울시립대학교의 최석준 교
수, 경희대학교의 최용석 교수가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값진 연구 결과를 만들어주신 연구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아울러 연구 과정을 자문하고 도와주신 당 연구원의 김계환 본부
장, 임소영 부연구위원, 인하대학교의 심영섭 교수 등께도 심심한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사업에 참여한 저자들의 견해로
서, 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17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유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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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 1980년대 중반 이래 성공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및 안정적인 성
장 기조를 시현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낮은 국내 투자율, 민
간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생산 역량 미흡, 기업활동에 대한 고질적인
사회적 고비용, 전후방 연관 산업군 미약, 대중국 의존도 지속 등 지
속성장의 기반을 약화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요인들이 내재하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이 베트남에 대한
ODA를 수행할 때 중소기업, 산업클러스터 및 수출산업 육성 등의 세
분야에서 어떠한 전략을 마련하여야 하는가를 모색하였다.
먼저 제2장은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중소기업 부문 ODA 지원전략
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경제개혁 추진 이후 현재까지 베
트남 정부가 추진하여온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보았으며,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ADB(아시아
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및 세계은행 등 베트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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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를 가장 많이 수행해온 두 국가와 두 국제기구의 중소기업 육성
관련 ODA의 내용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베트남 정부는 2006~2010년의 제1차 중소기업발전계획 및 2011~
2015년의 제2차 중소기업발전계획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
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평가된
다. 그러나 최근 수행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 등을 볼 때,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기는 어
렵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베트남 정부와
발간한 보고서인 “베트남 2035”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베트남 중
소기업이 국내진출 외국기업들의 기술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
(absorptive capacity)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술이전 효과를 향유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최근 발표된 베트남 국가협력전략 2016을 통하여
한 ·베 과학기술연구원, V-KIST 설립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
R&D 역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구축 지원, 전문교육 및 직업
훈련 등을 통한 과학기술 분야 및 산업인력 양성 등을 향후 주요 ODA
사업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 중소기업
들의 기술흡수 및 혁신활동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ADB 및 세계은행 등 주요 ODA 공여국 및 국제기구들의 경
우에도 한국 정부의 경우와 유사한 정책목표와 지원 분야들을 설정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베트남에 대한 국가협력전략에서도
국내 민간 부문의 경쟁력 강화, 인적자원개발 및 기술발전을 통해 생
산성 향상 등을 주요 지원과제로 설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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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은
주요 ODA 공여국들 간의 원조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
의하여야 함을 시사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내용들을 바탕으로 할 때 베트남에 대한 중소기업 육
성관련 ODA 전략에 대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에
대한 주요 ODA 공여국들 간의 원조 조화 문제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된 후, ODA 프로그램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베트남에 대한 중소기업 ODA 주요 내용들
을 보면 상당한 부분들이 대학 등에서의 직업교육에 집중되어있으므
로, 이 분야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 ODA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베트남 경제가 외국인 투자기업들
의 기업활동에 의존하게 될 것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
한 중소기업 육성 ODA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베트
남과 유사하게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외국인 투자에 크게 의존하
였던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의 기술훈련센터나 대학을 통하지 아니하
고 싱가포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기술훈련센터를 설립
하도록 지원하면서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다국적기업에게 전담시켜
수요자 중심의 기술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한
국의 경험에 바탕을 둔 ODA를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와 같
이 베트남의 특수성을 감안한 ODA 프로그램의 마련도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셋째, 베트남 중소기업에 대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한 조사에 의
하면 중소기업들이 기업경영에서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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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금융 제약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ODA 프로그램이 마
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시장 주요 참가자들인 중앙은
행, 상업은행, 중소기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 금융 관련 교육 및 훈련
을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베트남 중소기업들의 금융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제3장은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클러스터 지원전략을 다루고
있는데, 그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 산업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외국인 투자 유치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적
으로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양적 팽창 위주의 산업
단지 확대는 전략 산업의 경쟁력 확보나 집적 효과 축적을 통한 외국
인 투자 유치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정책결정의 거버넌스
의 경우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각 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도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아 클러스터 정책의 효과적
인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산업 분야 ODA 추진
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등 정책 지원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 협업을 하고 기술개발이나 혁신 활동
을 수행하는 등 혁신형 클러스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베트남
산업클러스터들의 경우 기업 유치만을 위한 전통적인 산업클러스터
형태의 입지 조성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하에서
저부가가치형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경제개방 초기의 투자 형태였
다면 최근 들어서는 전자, 자동차 등 하이테크 분야의 기업 진출이 급
증하고 있으나 베트남 현지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은 여전히 부진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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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다. 따라서 베트남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서 기술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및 대학의 역
할이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지나치게 빠른 IZ 지정 건수 및 기업 유치 급증으로 각종 환
경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베트남 산업부나 사회과학원 등과의 인터뷰
에 따르면 산업클러스터의 15% 정도만이 오폐수 처리 시설을 건설하
고 있는 상황이다.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 양도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재활용이나 처리에 대해서는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산업클러스터 주변의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결과
적으로 산업클러스터의 정주 여건이 매우 나빠지고 있고 주변 도시
주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제3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권
고하였다. 첫째 정책 자문형 지원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러스터 조성 및 재생 사업 타당성 조사 협력을 통해 클러스터 조성
규모나 산업별 특성 반영 여부 등도 점검할 수 있어 베트남 정부로서
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시각에
서 산업단지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 경우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국책연구소 지방
분원, 기업 지원 R&D 시설 등이 패키지 형태로 입지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다. 그러므로 베트남과의 ODA 협력 시 기업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융복합 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수립에 대한 정책 자문을 실
시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교육훈련형 ODA 지원 방식이다.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하
노이 및 호찌민 지역에서 전자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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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직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단기 기술교육을 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융복합 단지 조성 및 환경기술 이
전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사업도 호응이 클 것
으로 예상한다.
셋째, 시설 건립형 ODA 사업의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지에
건설 중인 V-KIST 사업과 같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구
소 건립을 지원하고 건설 후 연구소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
웨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
순 생산거점에서 기술집약형 복합 클러스터를 지향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 수요를 고려할 때 베트남 지역에 주요 산업과 연관된 공
공연구소 건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베트남의 수출산업에 대한 한국의 지원전략을
다루고 있으며 그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이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 이래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한 대외 부문이 빠르게 확
대되어왔다. 베트남의 전체 수출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
년 49.8%에서 2016년 78.5%로 급속히 증가했는데, 이 중 고기술형 전
기·전자 부품 및 부분품의 수출 확대가 현저하다.
베트남의 교역 구조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입각한 현지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의 생산활동과 연관성이 깊다. 실제로 외국인 직접투자 기
업의 베트남 수출에 대한 기여도는 2016년 현재 70%를 상회하는 수
준에 도달해있다. 반면, 대부분의 국내 민간기업들은 생산성 및 국제
화 역량이 낮아 내수시장에만 의존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저부가
가치 생산영역에 특화되는 경향이 있다.
본 장에서는 베트남 민간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수출산업 육성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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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전략의 구상을 위해 김세원·이시욱·최석준(2015)에서 제시한 프
레임워크를 차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동 방법론에서는 지원프로그
램의 수립 및 시행 과정을 ① 수출 제약 요인의 진단, ② 지원전략의
설계, ③ 제도화 및 사업 실행, ④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총 4단계로 구
분하고 있으며, 각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베트남의 수출 제약 요인 분석 결과 현재 베트남의 수출산업화를
저해하는 핵심 제약 요인은 해외시장 및 수요처에 대한 기업의 정보
부족, 낮은 산업 생산성, 사유재산권 보호 미약 및 부패, 전후방 연관
산업의 미성숙 등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원전략 혹은 프로그램의 설계 단계에서 고
려해야 할 요소로서 핵심 수출 제약 요인에 초점을 둔 전략 혹은 프
로그램의 설계, 모니터링 및 평가 절차의 마련, SDGs 및 기타 공여국
ODA 사업과의 조화, 수원국의 산업발전 혹은 수출산업화 전략에 대
한 고려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지원프로그램의 제도화 및 사업 시행 단계에서 가장 크게 고
려할 사항은 어떠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협력국 정책 및 이해관계자 간의 조화 및 참여 활
성화, 금융협력, 기술협력 등 다양한 지원 수단 간의 시너지 제고, 공
여국 프로그램 간의 중복성 최소화, 우리나라 무역정책과 ODA 정책
간의 연계성 확보 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는 ODA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에 관련된 여하한 프로그램의 성공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프로그램의 설계 단계부터 상당한 구체성을 가져야 하며, 평가 기준
도 실현 가능성 및 평가의 용이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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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4장의 분석 내용에 따라 향후 대베트남 수출산업화 지원
전략 및 프로그램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수출상품 중 베트남이 이미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품군들의 경
우 외부적인 지원이 부재하더라도 경쟁력의 유지 혹은 상승이 가능한
바, 주로 교통·에너지 인프라 개선, 전문인력 개발 등 주로 간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현재 비교열위에 있으나 기
존 비교우위 제품들과 연계성이 높은 제품군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수
출산업화의 제약 요인을 분석하고, 동 상품에 특화된 지원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베트남의 핵심 수출 제약 요인인 해외시장 및 수요처에 대한
기업의 정보 부족, 낮은 산업 생산성, 사유재산권 보호 미약 및 부패,
전후방 연관 산업의 미성숙 등에 초점을 둔 지원프로그램의 설계 및
실행이 필요하다. 아울러, 베트남 수출기업들은 해외시장 및 수요처
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와 함께, 해외 표준 및 기술 규정에 대한 이해
와 조화, 그리고 품질, 수량 등에 대한 구매자의 수요 충족 등도 주요
한 수출 애로 요인으로 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
램 수립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제품공간 분석 결과 철강 구조물 등 철강 제품, 가공 목재, 알
루미늄 제품, 플라스틱 제품, 보일러 제품, 전동기 부분품 등이 베트남
의 향후 수출 유망 품목으로 식별되는 바, 이들 품목의 수출산업화 지
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들 산업군들
의 상당수는 베트남의 수출제품의 중간재로 공급하는 전방 산업들이
라는 점에서도 정책적으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넷째, 본고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대베트남 지원 사례들이 시사하는

요약

19

바와 같이 성공 사례의 이면에는 공여국의 책임성, 현지 개발파트너
의 관심 및 정책화 의지, 정책 조정 및 시행의 효과성, 민간 부문의 참
여도 제고 등이 존재한다. 반면, 실패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문제점으로는 현지 민간 부문의 관심이나 참여 부재, 프로젝트의
단속성,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방식 부재, 예산의 비적정성, 현지
주무 부처의 내부 문제, 프로젝트 관리상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제1장
서 론

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 1980년대 중반 이래 농업개혁,
외국인 투자 유치, 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매우 성공적인 시장경제체
제로의 전환 및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시현해왔다. 아울러, 젊은 층 위
주의 내수시장 구조, 동남아시아 경제권 내의 지정학적 우위, 정부의
개방적인 경제정책 기조 등 제반 경제 여건 및 정책 환경을 고려해볼
때, 향후 도시화의 빠른 진전, 중산층의 성장, 중국을 대체하는 역내
주요 생산기지로의 전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견고한 성장 동력
을 유지할 잠재력이 높은 국가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낮은 국내 투자율, 민간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생산 역량 미흡, 기업활동에 대한 고질적인 사회적 고비용, 전
후방 연관 산업군 미약, 대중국 의존도 지속 등 지속성장의 기반을 약
화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요인들이 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향
후 베트남이 적절한 시기 내에 베트남 기업의 산업 역량 고도화와 이
를 통한 국내 산업 연관 관계의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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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유지되어온 성장의 모멘텀이 대폭 약화될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
이 현실이다.
베트남은 지난 10여 년간 생산의 국제화에 힘입어 전자, 기계·장비
등과 같은 고기술형 수출 및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
지는 것처럼 보이나, 기실 이들 산업을 통한 국내 부가가치 창출력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김세원·김종일·강동근(201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제발전 단계가 유사한 우리나라 1970년대 후반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당시 제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 수준
인 데 비해 현재의 베트남은 동 비중이 2010년 이후 15% 수준에 머무
르고 있다.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베트남 수출에 대한 기여도
는 2016년 현재 70%를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해있다. 이들 기업에 대
한 베트남 측의 합작투자 비율은 10% 수준이며, 대부분의 외국인 투
자기업은 100% 해외기업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상의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중점 개발협
력의 대상 분야를 중소기업, 산업클러스터 및 수출산업 육성 등으로
선정한 후 각 분야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지원전략을 모색하
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평가해볼 수
있다. 첫째, 베트남의 2011~2020년 기간 중의 사회경제개발전략에서
도 민간기업의 역량 배양 및 제조업의 구조개선을 중요한 정책적 과
제로 명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국내 부가가
치 제고와 수출연관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클러스터 육성 등을 주
요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베트남의 지속가능 성장 실현에
서 가장 큰 도전요인이 국내 민간기업들의 낮은 생산 역량과 산업 연
관 관계의 미흡인 바, 상기 3대 분야에 대한 지원전략 및 프로그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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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은 매우 주요한 연구 주제라 하겠다.
둘째, 김세원·김종일·강동근(2017)이 제기한 바와 같이 현행 우리
정부의 대베트남 국가협력전략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산
업클러스터 육성, 수출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과 같은 베트남 정부의
당면 과제와 연관된 사업들에 대한 기획 및 시행이 부족한 것으로 평
가되는 바,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의성이 높
은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상기 3대 지원 분야는 김세원 외(2014), 김세원·이시
욱·최석준(2015), 이시욱·최석준·최용석(2016) 등 본 연구진이 지난
3년간 수행해온 ODA 연구의 초점이며, 동 연구 결과들을 특정 국가
에 실제로 적용하여 보다 구체화하여 살펴본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베트남의 중소기업 현
황 및 육성정책을 고찰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공여국의 ODA
현황을 파악한 후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중소기업 육성 관련 ODA 전
략을 제시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
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개방경제체제 확립기인 2000년대 중
반 이후 제8차 5개년계획 시기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중소기업은 국내진출 외국기업들과의 전
후방 연계에 실패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
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발전의 고질적인 제
약 요인인 금융 접근의 어려움 및 숙련노동의 부족 문제도 커다란 개
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3장에서는 베트남 산업클러스터 ODA 현황을 진단해보고,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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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클러스터 정책 평가 및 사례 분석을 시행한 후 한국의 베트남 산
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ODA 추진전략을 모색해보고 있다. 베트남
의 경우 급격한 경제발전과 외국인 투자의 급증으로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규모가 크게 늘어
나고 있는 반면 산업정책이나 특성화 전략 간의 연계 등 체계적인 산
업클러스터 정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
트남 산업클러스터의 주요 정책과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특성을
진단하고 이와 병행하여 한국의 산업클러스터 최근 정책 동향이나 사
례 등을 발굴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편, 제4장에서는 베트남의 수출구조 및 현행 지원정책을 심층 고
찰하여 수출산업의 발전 가능성 및 산업구조 전환 방향성을 전망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베트남의 수출산
업 육성을 지원하여 상생의 기회로 활용할 것인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효과성 높은 대베트남 수출산업 육성 ODA 지원
전략의 구상을 위해 김세원·이시욱·최석준(2015)에서 제시한 프레임
워크를 차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동 방법론에서는
지원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과정을 ① 수출 제약 요인의 진단, ② 지
원전략의 설계, ③ 제도화 및 사업 실행, ④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총 4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제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산업 ODA 지원전략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중소기업 부문
ODA 지원전략

1. 개도국에서 중소기업 육성의 의의와 문제점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을 통한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민간 부문 기업들의 영업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
되며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재조명된다. 개도국에서 중소기업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인식되면
서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이유로 거론되는 세 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은 개도국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 고용의
비중 등에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개도국에서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의 업체 수는 전체의 99% 정도를 차지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한편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을 제조업
에 대하여 살펴보면,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OECD 국가들에서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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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를 차지하는 반면, 개도국들에서는 그 비중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는 낮은 편인데,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경우 약 38% 정도의 부가가
치를 중소기업이 창출한다.1) 이처럼 개도국들의 중소기업이 창출하
는 부가가치 비중은 선진국들의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
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가 선진국에서보다 개도국에서 훨씬 심각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개도국에서의 중소기업 육성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경제발전에서 중소기업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중
에서도 상당한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투
자기업을 포함하는 대기업들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일종의 지원산업
혹은 부품공급산업(supporting industry)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해당 산업의 전문
화(sophistication)와 다양화(diversification)가 가능해지면서 국제경
쟁력이 강화되고, 종국적으로는 그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
해지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외부 환경
등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Levy and Powell, 2005). 중소기
업은 작은 생산 규모로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틈새시장을 비
교적 손쉽게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개도국들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
1) 한국의 경우 제조업에서 중소기업(300만 미만 기준)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2014년에 약
51.2%로서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부
가가치 규모나 비중은 공식적인 통계로 발표되고 있지 않다. 다만 베트남 정부가 2011~2015
년 중에 추진한 제2차 중소기업발전계획에서 2015년 말까지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를 GDP의 40% 수준으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할 때 베트남에서 중소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인도네시아의 경우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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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중소기업은 고용을 창출하여 빈곤을 축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사회적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실제로 개
도국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기술의 전문화와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 경쟁력을 보유하는 중소기업들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고용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회적 안정화 기능은 많은 개도국에
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Mead and Liedholm,
1998). 이러한 중소기업의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 기능에 대한
인식이 개도국들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하나의 중요한 유
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기술한 중소기업의 사회·경제적 역할의 중요성이 널리 인
식되면서 많은 개도국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국가의 주
요 정책과제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정책들을 바람직한 방향으
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식별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
는 문제점은 중소기업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먼저 중소기업 내부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표 2-1> 및 <표 2-2>참조, JICA, 2013).
첫 번째는 인적자원의 부족이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중소기업
들은 기술인력을 포함하는 인적자원이 부족하며, 중소기업의 수요
에 맞는 인적자원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이나 직업교육기관도 부족
한 형편이어서 노동시장에서 노동 수요와 공급 간의 질적인 불일치
(mismatch)가 발생한다.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중장기적인 관점
에서 내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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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중소기업 정책에서 고려해야 하는 중소기업 내부적인 문제점
중소기업 내부적인 문제점

주요 내용

① 인적자원의 부족

- 기술인력(technician)을 비롯한 중소기업을 위한
인적자원 부족
- 중소기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교육기관 및 직업교육기관 부족
- 기업 내부의 중장기적 교육과정 부재

② 경영 및 기술 노하우의
부족

- 중장기 사업계획을 기획하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노하우 부족
- 연구개발(R&D)을 통해 기술 노하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금 부족

③ 자금의 부족

- 만성적인 내부 자본 부족
- 담보 능력 및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의 부재로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이 어려움

④ 시장정보의 부족

- 시장정보 수집 능력의 부족으로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어려움

자료 : JICA(2013)에서 재정리.

<표 2-2> 중소기업 정책에서 해결해야 하는 중소기업 외부적인 과제
중소기업 외부적인 과제

주요 내용

① 시장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규제 체제의 마련

- 기업 관련 법적 제도, 정부 규제, 기업경영 준칙 등
기업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규제 체제의 틀을 마련

②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기획 및 관련 정부
기관의 설립

- 장기적인 중소기업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내의 기관 설립이 필요

③ 중소기업 기금 설립 및
자본시장 구축

- 중소기업들이 장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
마련 및 자본시장 구축

④ 산업 활동을 위한 지적
인프라 구축

- 표준화 제도,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통계시스템
등의 지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 경영을 지원

⑤ 무역 및 투자 관련
제도의 정비

- 외국기업들과의 거래를 위한 무역제도 및 외국인
투자 제도 정비

자료 : JICA(2013)에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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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경영 및 기술 노하우의 부족이다. 개도국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중장기 사업계획을 기획하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자금 및 인력 부족 문제로 인
해 기술 노하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R&D)을 수행할 수 없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는 개도국에서 혁신적 스타트업이
나 사업 다각화 등이 발생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만성적인 자금의 부족이다. 내부 자본이 부족할 뿐만 아니
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담보가 부족하며 이
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도 부족하다.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들
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장기 투자 자금을 획득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번째는 시장정보의 부족이다. 개도국의 중소기업들은 시장에 대
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이에 따라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개도국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소기업
외부적인 문제점들도 존재한다. 먼저 기업 관련 법적 제도, 정부 규
제, 기업경영 준칙 등 기업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기업경영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규제 체제가 개도국에 존재하지 않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규제 체제(regulatory
framework)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개도국들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초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 육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재
정 투입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이러한 중소기업 정책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지속할 수 있는 법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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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정부 내의 부처 혹은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셋째는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자본 조달이 가능한 시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의 경우, 금융 중개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역시 발달하지 못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장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는 생산을 위해 필요한 전기, 도로, 항만 및 공업용수 등 일반적
인 인프라의 구축과 더불어 효율적인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적
인프라(intellectual infrastructure)의 구축도 필요하다. 지적 인프라에
는 표준화(standardization) 제도,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및 통계시스
템 등의 구축이 포함된다.
다섯째는 무역 및 투자 관련 제도의 정비이다. 무역 및 투자 관련 제
도는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외국기업들과의 협력을 도
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개도국의 경우, 무역 및 투
자와 관련된 과도한 규제가 기업들로 하여금 국제무역과 투자를 통한
이득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본 절에서 기술된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과 문제점과 관련한 수많
은 정책적 이슈들이 많은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하여
논의되어왔다. 베트남 정부 역시 이러한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문제점
들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 육성정책들을 2006년부터 본격
적으로 추진하여왔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어떠한 정
책들을 수립하여왔는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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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국의 ODA 정책
(1) 베트남 정부의 경제개혁 추진과정
베트남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주요 경제개혁 추진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표 2-3>은 베트남
의 주요 경제개혁 추진내용을 경제개발계획 시기별로 정리해놓은 것
이다. 베트남의 본격적인 경제개혁은 1986년부터 시작된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이후의 경제개혁의
성격은 소위 도이모이(Doi Moi) 경제개혁으로 알려져있는 개방·개혁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2) 도이모이 경제개혁의 기본 방향은 ① 국가
의 거시적 경제조정을 전제로 시장경제원리를 적극 도입, ② 농업 발
전, 소비재 생산 및 수출품 개발 등을 위한 산업정책 추진, ③ 국영 부
문의 주도적 역할을 전제로 국영기업, 집단기업, 사기업이 공존하는
다부문 경제체제 구축, ④ 외자유치 및 교역기반 확대를 위해 개방 정
책을 강화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도이모이 경제개혁은 다시 그 성격에 따라 다부문 경제체제 수립
기(1986~1991년), 시장경제체제 준비기(1992~2005년) 및 개방경제체
제 확립기(2006~2010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되
겠지만, 베트남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개방경제체제 확립기인 제8차 5개년계획 시기이
며, 이 시기에 기업법(enterprise law) 및 투자법(investment law) 등

2) Doi와 Moi는 각각 ‘변경한다’와 ‘새롭게’라는 의미로서 쇄신을 의미하는 베트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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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베트남의 주요 경제개혁 추진내용
시기
계획경제수립기
(1954~1965년)
전시관리체제
사회주의적
경제통제기
(1976~1979년)

신경제정책시기
(1980~1982년)

재통제시기
(1983~1985년)

다부문경제체제
수립기
(도이모이 1단계
1986~1991년)

시장경제체제
준비기
(도이모이 2단계
1992~2005년)

경제개발계획

주요 정책

3개년 계획
(1958~1960년)

·토지개혁 실시
·집단농장화
제1차 5개년 계획 ·국유기업체체 수립
(1961~1965년) ·중화학공업의 육성
전쟁으로 중단

·남베트남의 사회주의 개조

·중화학공업 육성
·농업의 집단화와 식량가격
제2차 5개년 계획
통제 실시
(1976~1980년)
·국제경제기구 가입
·캄보디아 침공(1978.12)

성과 및 문제점
·국유화, 집단화 실시
·토지개혁, 국유제 수립
·남부와 체체 분리
·대외원조와 기술의 부족
·대미전쟁 격화(1964)
·투자부진, 전비부담, 자연
재해로 목표 달성 부진
·남북통일(1975)
·제4차 당대회(1976)
·남부사회주의 개조 실패
·중·월 분쟁(1979.2)

·경작자율권 확대 (최종생산물 ·식량 자급, 생산성 증가
·초인플레이션, 재정적자
계약제)
·국영기업의 자율권 확대
증대
·신경제정책 실패로 재통제
·임금가격제도의 도입
제3차 5개년 계획 ·유통제도 개선과 자유화
강화
(1981~1985년)
·자유시장 제한
·유통과 분배의 재통제
·사적 경제활동 억제
·남부 농업집단화 재강화
·가격, 임금, 화폐개혁
·상공업 세법 수정
(1985)
·식량, 소비재, 수출 육성
·대외개방 정책
·식량 증산, 쌀 수출
제4차 5개년 계획 ·농업개혁
·다부문경제체제 수립
(1986~1990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실업 증가
·기업의 독립성 부여
·금융기관 분리 및 신설
제5차 5개년 계획
(1991~1995년)
제6차 5개년 계획
(1996~2000년)
제7차 5개년 계획
(2001~2005년)

·국영기업 민영화
·강력한 통화관리
·은행 간 외환시장(1994)
·공업화, 기간산업 육성
·국영기업법 제정
·증권거래소 설립 (호찌민
2000, 하노이 2005)
·금융 및 재정 개혁

·신투자법, 기업법 제정
개방경제체제 확립기
제8차 5개년 계획
(도이모이 3단계
·국영기업 개혁 본격화
(2006~2010년)
·WTO 양허안 이행
2006~2010년)

·외국인 투자 활기
·미국 및 국제금융기관
엠바고 해제
·미국과 국교 정상화(1995)
·WTO 가입 신청(1995)
·ASEAN 가입(1995)
·미국과 무역 정상화(2001)
·WTO 가입(2007)
·최초의 민간은행 상장
(2006)

자료 : 권율(2005) p.30의 <표 1>및 이재우(2012) p.18의 <표 3-1>로부터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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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3) 즉 2005년까지의 경제개혁은 외국인 투자
기업(FIE, foreign-invested enterprises)과 국영기업(SOE, state-owned
enterprises)들 위주의 경제개혁이었다면, 2006년부터 시행된 제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국내 민간기업(domestic private enterprises)
의 중요성을 인식한 경제개혁으로서 이들을 위한 기업법과 투자법이
제정되었고, 국영기업의 개혁과 민영화 등이 이루어졌으며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아
래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베트남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대하
여 살펴본다.

(2) 베트남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베트남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추진 체계는 <그림 2-1>과 같다.
총리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에서 기획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중소
기업발전위원회(SME Development Council)의 자문을 얻어 최종적
으로 결정하게 되며, 실제 프로그램들은 국가계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를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및 각
지방정부 그리고 베트남 상공회의소(Vietnam Chamber of Commerce
3) 이때 제정된 투자법(2006년)은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단일 투자법으로서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제거한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1987년에 외국인투자법을 공포하여 외국
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한편 2007년에 제정된 기업법은 기존
단독, 합작, 경영협력사업 등의 기업형태를 유한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개인회사 등의 형
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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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베트남의 중소기업 정책 추진 체계
총리
(Prime Minister)

SME
(Development Council)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Enterprise
Development Agency)

SME support centers
(북부, 중부, 남부)

관련 중앙정부 부처

SME support units

SME support
information center

지방정부

기타 기관

Planning and
Investment
Departments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ME support centers

Vietnam SME
Association

자료 : Ha(2014) p.12로부터 인용.

and Industry)와 베트남 중소기업협회(Vietnam SME Association)와
같은 단체들에 의해 수행된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들 산하에는 중소
기업 지원센터 및 중소기업 지원정보센터 등의 하부 기관들이 존재
한다.
베트남 정부는 2011~2015년 중에 수행할 제9차 사회경제개발계획
(SEDP, Socio Economic Development Plan, 2011~2015)을 수립하면
서 같은 기간 동안 수행할 하부 계획으로 제2차 중소기업발전계획
(second SME Development Plan)을 동시에 수립하였다.4) 제2차 중소
4) 베트남 정부의 제1차 중소기업발전계획은 제8차 사회경제개발계획(2006~2010)에서 처음으
로 도입되었다. 제1차 중소기업발전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모두 여섯 가지의 실행 정책과제
들이 포함되어있다: (i) 중소기업의 등록, 시장 진입 및 영업 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절차
의 간소화 (ii) 중소기업의 토지 및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 간소화 (iii) 중소기업 금융 접근 강화
(iv)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v)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숙련노동력의 축적 (vi) 중소기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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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계획은 동 기간 동안 35만 개의 신규 중소기업을 창출함으
로써 2015년 말까지 중소기업의 수를 60만 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액 비중을 25%까지, 투자액 비중
을 35%까지, 그리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0%까지 증가시키며,
350만에서 4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
였다. 이러한 제2차 중소기업발전계획은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 실
행계획 과제로 구성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며 그 세부 실천계획들은
<표 2-4>에 정리되어있다.
1. 중소기업의 생산 증대를 위한 지원
2.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및 능력 배양
3. 중소기업을 위한 법적 지원
4. 중소기업의 국내판로 확대와 수출 지원
5. 중소기업의 기술력 배양
6. 산업별 중소기업 지원
7. 기타 중소기업 지원정책
<표 2-4>에 정리되어있는 베트남의 제2차 중소기업발전계획의 주
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1절의 <표 2-1>과 <표 2-2>에 제시되어있는
개도국에서 논의되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
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 우호적인 사회적 환경의 조성 (vii) 중소기업발전계획의 원활한 수행 관리 등이 그것이다.
본문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가장 최근에 발표하여 수행한 제2차 중소기업발전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베트남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기술한다. 한편 2016~2020년의 제10차 사회경
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제3차 중소기업발전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이는
제10차 사회경제개발계획 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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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베트남의 제2차 중소기업발전계획(2011~2015) 주요 내용
실행계획 과제

주요 내용

1. 중소기업의 생산 증대를 위한 지원정책

①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판매 확대 및
투자증진

-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자국 상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경제위기
의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국내시장 판매 확대를 위해 Buy
Vietnamese 캠페인을 추진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 National Trade Promotion Program을 추진하여 국내외 수출
전시회 개최 및 참여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고기술산업, 산업단지 등에서 설비 확장을 위한 투자에 대해
세금 감면
- 대규모 고기술 산업의 FDI에 대하여 금융 지원 및 고급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
- 인프라 관련 ODA에 의한 투자 확대

② 기업의 비용 축소

- 법인세 납부 기한의 연장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Ministry
of Finance)
-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의 연장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Ministry of Finance)
- 국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50% 감면
- 온라인 세금 신고 강화

- 농업, 농촌지역, 중소기업, 수출기업, 부품지원산업, 고기술산업
등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최고 금리 10%) 및 자금의 우선 배정
가이드라인 (베트남국가은행, State Bank of Vietnam)
- 베트남개발은행(Vietnam Development Bank)과 각 지방정부(현
재까지 15개 지방정부)의 신용보증기금(Credit Guarantee Funds)
③중
 소기업의 금융 접근
을 통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실시 (Ministry of Finance)
확대
- 베트남개발은행의 투자와 수출금융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율 조정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소득 증대 및 고용 확대를 위하여 중소
기업 발전기금(SME Development Fund)을 설치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inistry of Finance)
2.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및 능력 배양
- 중소기업 창업 및 기업 경영과 관련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농업과 농촌지역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목적으로 직업교육 및
①중
 소기업 인력개발을
농촌지역 노동력을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제공
위한 교육 제공
- 직업교육, 고용 창출, 노동력 수출 등을 위해 고용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일본 및 한국 등의 도움을 받아 중소기업들의 영업 능력 향상,
기술 능력 향상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현지 컨설팅 제공
②중
 소기업 발전을 위한
- 무역 관련 실무의 습득, 해외시장 진출, 품질개선 등을 위한 국
컨설팅 제공
내외 전문가들을 중소기업들이 컨설턴트로 고용하는 경우 비용
의 50~100%를 보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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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 과제

③ 경영, 생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3. 중
 소기업을 위한
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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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Foreign Markets Portal(www.ttnn.com.vn)이라는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및 수입 활동을 지원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National E-commerce Portal(www.ecvn.com)을 통하여 중소
기업들이 B2B 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하며 오프라인에서 포럼, 사무실 및 회의실 무료
제공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
- 중소기업들에게 특화된 포털사이트(www.unionb2b.com)를
구축하여 중소기업들의 상품, 서비스, 영업 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SME support center)
- 비즈니스 포탈(www.business.gov.vn)을 구축하여 정부가 제공
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를 기업들이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 중소기업들이 법률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기업들의 법률적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프로그램 제공
- 이를 통해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법률지식의 확산, 법률적
자문의 제공 등을 수행 (Ministry of Justice)
- 또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수행

4. 중소기업의 국내판로 확대와 수출 지원
①중
 소기업 국내판로
확대

- National Brand Program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이 브랜드를 개
발, 발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
업들 중 일부를 베트남 브랜드로 지정 (매년 4월 20일을 베트남
브랜드 데이로 지정)

② 중소기업 수출지원

- National Trade Promotion Program은 집중과 효율이라는 원칙
하에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산업
협의체, 무역진흥 정부기구 및 지방정부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
- 중소기업들이 국내외에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 및 외국
소비자들의 베트남 상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활동 등을 지원
- 베트남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수산물, 의류, 신발, 농산물,
가구 등의 품목에 집중하여 지원

5. 중소기업의 기술력 배양

①과
 학, 기술, 혁신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
한 지원

- 새로운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우선순위
산업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
- 국가과학기술기금(National Found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은 과학기술 연구에 대하여 지원하며, 이 연구를 응용한
혁신 및 기술이전 등을 수행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70%까지 우대
금리로 대출을 수행
- 국가과학기술기금은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출보증을 수행 (독일의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의 자금을 활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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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기업들이 생산과정에 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하여 IT 장비시장에 대한 지원을 수행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② IT 장비시장 지원
- 이를 위해 Techmart Online (technology and equipment online
market: www.techmartvietnam.vn)을 개설하여 생산과정에
기업들이 과학기술 관련 장비와 정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National Technological Innovation Program은 중소기업들이
(가) 제품의 개발, 기획 및 홍보에 IT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나) 기술혁신에 대한 과거 및 새로운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
화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다) 연구, 시제품 개발, 선
진기술 도입, 교육 및 전문가 채용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
(라)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통해 과학기술 연구 및 신제품 개발
③중
 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지원
- Technology Market Development Program은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활동을 지원하며 예를 들어 비즈
니스 인큐베이터 건설 지원,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전문 경영컨설팅 등을 통한 교육 지원, 중소기업의 조사 활동 지원,
공공-민간 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지원, 기업의
R&D 부서 설립 지원 등을 수행
- National Productivity and Quality Improvement Program은 지방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활동을 지원 (Ministry of Science
④중
 소기업의 생산성 및
and Technology)
품질향상 지원
- 여기에는 제품표준화사업과 ISO9000과 같은 품질규격화사업
등이 포함
- 3,000개의 과학기술 기업의 설립, 100개의 기술인큐베이터
⑤과
 학기술 기업에
설립 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 (Ministry of Science and
대한 지원
Technology)

⑥고
 급 기술과 연계된
국가 대표 상품개발

- National Product Development Program은 전자, 기계, 화학,
금속산업 등 고급 기술과 연계되어 향후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함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이를 위해 2011-2015년 동안 과학기술 기업들에 의해 적어도 10
개의 고급 기술 적용 상품을 개발하고 2016-2020년 동안 해당
상품의 품질을 국제적인 수준까지 향상하여 국내시장 및 수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계획

⑦고
 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

- National High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은 고기술
산업에서 많은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2011~2015년 동안 우선순위 산업에서 적어도 200개의
고기술 기업을 육성, 적어도 80개의 고기술 농업기업을 육성, 30
개의 고기술 인큐베이터를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20년까
지는 이 목표를 각각 500개, 200개 및 40개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
에 20개의 국제적인 수준의 인력교육을 건설하는 것을 계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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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6. 산업별 중소기업 지원
① 부품지원산업의 중소
기업 지원

- 부품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에서 시장 개척, 인프라 구축,
기술인력 개발, 정보 및 컨설팅 제공, 수출입 신용 등 금융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

② 농업과 농촌지역 중소
기업 지원

- 농업 및 농촌지역 중소기업에 대하여 토지사용료 감면, 인력
교육, 시장 개척, 과학기술 도입 등을 지원하고 투자를 수행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자금을 공급

7. 기타 중소기업 지원정책
① 청정 생산기업 지원

- 청정 생산기술과 관련된 교육, 혁신 등을 지원

② IT 및 e-commerce
활용기업 지원

- B2B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③지
 적재산권의 발전을
위한 지원

-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Program을 통하여 지적재산
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교육을 강화
하며, 제도적 장치들을 보완

자료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2014), “White Pap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Vietnam 2014”의 pp.125~171을 요약.

이와 같은 베트남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들은 특히 도이모이 2
단계 경제개혁이 시작된 1991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속하게
유입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숫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 외
국인 투자기업들에게 부품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소위 부품지원산업
(supporting industry)의 육성이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2-2>는 베트남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추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도이모이 2단계 경제개혁기에 일어난 ASEAN 가입을 전
후로 그리고 도이모이 3단계 경제개혁기에 일어난 WTO 가입을 전
후로 베트남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기업의 수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민간기업의 수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도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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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단계 이후 실시된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인하여
국영기업의 숫자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5)
<그림 2-2> 베트남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14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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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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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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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UNCTAD STAT으로부터 계산(검색일 2017.09.04).

<그림 2-3> 베트남의 민간기업 개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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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Le Duy Binh, Truong Duc Trong(2015) p.5로부터 인용.
5)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지속됨에 따라 국영기업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 감소하고 있지만, 국영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30% 내외로 높은 수준이다.
국영기업의 존재가 베트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기업에 비하여 여전히 특혜성 우대 정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영기업은 약 70% 정도의 생산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에서 시장독점력을 행사하며, 무담보 대출 혹은 정부보증 대출을 받는 등 다양한 특혜를 누
리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IMF(2016)는 최근에 발표한 Country Report에서 국영기업의 민영화
를 포함한 국영기업 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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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베트남의 국영기업과 외국기업 개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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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Le Duy Binh, Truong Duc Trong(2015) p.5로부터 인용.

위에서 기술한 베트남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실제로 중소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의 실효성 있는 효과를 주었는가에 대해서 판
단하기는 힘들지만, 베트남 정부가 코펜하겐 대학교(University of
Copenhagen) 등과 공동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 단위
패널 데이터로부터의 분석 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해볼 수 있다(CIEM, GSO, DERG, UoC, 2015).6)
동 연구의 내용 중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관련이 있는 두 가지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중소기업 부분은 국내진출 외국기업들
과의 전후방 연계에 실패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
를 창출해내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베트남 중소기업 중 외국기업과

6) 동 패널 데이터는 베트남의 통계청인 General Statistics Office(GSO)가 2009년부터 수집하
기 시작한 것으로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Group
(DERG)과 베트남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의 Centeral Institute for Economic
Management(CIEM)가 설문을 작성한 것이다. 동 설문은 63개 지역의 약 8,000개의 비
국영기업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연구보고서가 작성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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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후방 연계 관계를 가진 기업은 전체 기업의 20%에 미치지 못하
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과 베트남 중소기업들 간의 기술이전은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기술이전은 베트남 중소기업들 간의 기술이전
이라고 응답하였다.7) 이는 <그림 2-5>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술
이전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한 주된 기술이전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외국기업들로
부터의 기술이전은 동종업종과 이종업종을 포함하여 모든 설문 기간
동안 20% 이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베트남 기업들로부터의 기
술이전이었다고 답하였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13년도의 설문을 보
면, 동종업종 및 이종업종인 베트남 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비율
의 합은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결국 외국기업들로부
터의 기술이전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기업들이 평가하고 있
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업 경영에서 각 항목이 어느 정도의 제약 요인으로 작
용하는지를 1~10의 범위 내에서 응답한 결과는 <그림 2-6>에 나타나
있다.8)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는 첫째, 각 항목들이 기업 경영에 제
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도가 2010~2013년 사이에 크게 변화하지 않
았다는 점이다. 기본 인프라(Basic infrastructure)를 제외하고는 4년
의 기간 동안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도가 크게 변화한 항목은 없
다. 이는 베트남의 제1차 및 제2차 중소기업발전계획이 중소기업들
이 체감할 정도의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해석
7) 여기에서의 기술이전은 계약 등을 통한 공식적인 기술이전은 아니며 중간재의 수요-공급 과
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파급에 의한 이전을 의미한다.
8) 패널 데이터는 2009년부터 수집되었으나 동 설문 항목은 2010년부터 추가되었기 때문에 2009
년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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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기술이전이 있을 경우 주된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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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IEM, GSO, DERG, UoC(2015), p.26 Figure 3.5로부터 인용.

<그림 2-6> 기업경영에서의 제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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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IEM, GSO, DERG, UoC(2015), p.21 Figure 3.1로부터 인용.
주:기
 업들은 1-10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이 어느 정도로 기업 경영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한 것임.

할 수 있다.
둘째, 본 설문의 결과 중소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인
식하고 있는 항목은 금융 접근의 어려움에 따른 제약과 숙련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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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에 따른 제약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향후 한국의 베
트남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ODA를 수행할 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의 베트남 ODA 지원정책
한국 정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중장기 지원 방향과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ODA 전략으로서, 유무상 ODA를 통합하는 국가협력전략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2011년에 처음으로 도입하였
다. 이 국가협력전략은 중점협력 국가로 선정된 국가들에 대해 각 국
가별 경제개발 전략 및 개발 수요, 한국이 공여할 수 있는 ODA 분야
등을 고려하여 수립된다.9) 베트남에 대한 제1차 국가협력전략은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환경 및 녹색성장, (ii) 기술 및 직업훈련,
(iii) 교통 인프라 등을 중점협력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이 분야에 총
ODA 지원 금액의 최소 70%를 집중하였다.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ODA 규모는 2015년 집행 기준으로 일본,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 다음으로 많은 2억 2,540만 달러이며, 2008년의 5,860만 달러
에 비해 약 3.8배 증가한 규모이다. 분야별로 보면 2010~2014년 기준
으로 운송 및 저장 분야(55%)가 가장 많으며 보건, 교육, 환경보호, 식
수 공급 및 위생 분야가 상위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표 2-6>).

9) 2010년에 선정된 중점협력 국가는 26개국, 2015년에 선정된 중점협력 국가는 24개국이며 베
트남은 두 경우 모두 중점협력 국가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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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베트남 제1차 CPS 중점협력 분야
내용
1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 마련 → 환경 및 녹색성장

2

성장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 기술 및 직업훈련

3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 → 도로 등 교통 인프라

자료 : 관계 부처 합동(2016), 베트남 국가협력전략, p.1에서 인용.

<표 2-6> DAC국의 베트남 ODA 추이(2008~2015)
단위 : 백만 달러, 명목가격, 집행액 기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2,589.6 3,678.5 3,473.9 4,223.8 4,757.7 4,730.9 4,921.2 3,893.9

DAC 전체

1,671.3 1,664.6 1,991.8 2,444.3 2,991.5 2,662.7 2,754.0 2,277.8

일본

753.5

한국

58.6

62.2

101.1

146.2

207.6

242.4

186.4

225.4

프랑스

193.9

190.0

161.1

274.2

189.5

244.7

227.7

157.7

독일

109.9

108.2

101.6

129.0

105.4

154.0

181.5

156.3

호주

77.8

60.1

116.8

136.0

140.0

145.5

125.0

103.1

다자간 전체

814.3 1,113.6 1,321.9 1,978.5 1,517.3 1,735.9 1,409.0

724.5 1,318.9 1,255.8 1,687.6 1,610.1 1,859.3 1,972.1 1,574.8

세계은행

597.7 1,214.4

아시아개발은행

-

-

901.6 1,050.1 1,172.9 1,272.3 1,360.3

908.6

239.8

440.4

371.5

320.1

386.3

448.5

자료 : Stat OECD, CRS Data(검색일: 2017.09.10)로부터 작성.

<표 2-7> 한국의 베트남 ODA 분야별 지원 현황(2010~2014)
단위 : 백만 달러, 명목가격, 집행액 기준

운송/저장
금액
비중(%)

보건

교육

환경보호

식수 공급/
위생

통신

기타
다부문

486.3

114.5

69.4

56.3

54.6

27.5

20.3

55.0

12.8

7.8

6.4

6.2

3.1

2.3

자료 : 관계 부처 합동(2016), 베트남 국가협력전략, p.2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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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제2차 국가개발전략(베트남 CPS, 2016~2020)
을 수립하면서 베트남의 국가개발전략을 고려함으로써 원조 일치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베트남은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을 수립하면서 2020년까지 1인당 GDP 3,200
달러 달성과 함께 현대화된 산업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그 3대 정책목표로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공공경제체
제 확립 및 행정개혁), 고급 인력 육성(교육제도 혁신), 인프라 확충
(수송, 도시 인프라) 등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하부 계획으로서
2016~2020 제10차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을 수립하였는데, 여기
에는 시장경제 발전, 경제구조조정, 인프라 및 자원 개발, 사회·환경
개발, 거비넌스 개선 등 다섯 가지 중점 분야가 설정되어있다(<그림
2-7> 참조).10)
제2차 국가개발전략에서 한국정부는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사회경
제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① 공공행정분야, ② 교육분야, ③ 물
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④ 교통분야 등 네 개의 중점분야를 선정하였
는데, 동 중점협력분야의 선정은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계획 및 양
국 간 금융협력 MOU 및 조정위에서(2015.6) 제시된 개발 수요, 한국
의 원조 역량, 예상 재원 규모, 타 공여국과의 원조 조화, 분야 간 연계
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선정된 중점
협력분야에 2016~2020년 동안 총 지원 금액의 70% 가량이 집중 지원

10) 2011~2015년의 제9차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는 연평균 7~8%의 성장률을 바탕으로 2015년
까지 1인당 GDP 2,100달러 달성을 목표로 경제, 교육·직업훈련 및 과학기술, 자원·환경, 사
회 등 4대 중점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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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베트남의 개발전략, 개발계획 및 한국의 ODA 지원목표와 방향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진입(1인당 GDP 3,200달러 달성)
2011-2020
사회경제
개발전략
(SEDS)

베
트
남

3대 정책목표
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공공경제체제/행정개혁)
② 고급 인력 양성 (교육제도 혁신)
③ 인프라 확충 (수송, 도시 인프라)

경제-사회 모델 개혁 및 지속가능성 제고
2016-2020
사회경제
개발계획
(SEDP)

시장경제 발전 경제구조조정 인프라/자원 개발 사회·환경 개발 거버넌스 개선
·거시경제안정 ·공기업 및 은행 ·지역특화 발전 ·일자리, 소득 ·부정부패 감소
·자유민주주의,
·시장기제 및
체계 개혁
·도시화
정책 개선
안전 향상
비즈니스
·농촌 및 농업 ·투자재원 활용 ·의료 서비스
개선
·안보/주권 강화
환경 개선
개혁
·교통 개선
·수출 촉진, 수입 ·산업화, 현대 ·인적자원 개발 ·환경지속성 ·우호적 대외
관계 형성
적정관리
화 촉진
·과학기술 활용 강화

·베트남 정부의 중기 국가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공공행정 강화 지원
한국의 ODA ·과학기술 및 분야별 고급 인력 양성을 통해 현대 산업국가 진입 지원
지원목표 ·보건위생 서비스 강화를 통한 중장기적 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정책 개선
·교통 인프라 및 정책·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 지원

한
국

중
점
분
야

·경제-사회-환경개발 및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공공행정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법치시스템 지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원
분야
·취약계층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교육
분야

·현대적 산업국가에 적합한 각 분야 고급 인력 양성 지원
·과학·기술 분야 고등교육기관 설립

물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및 질병 관리 역량 강화
지 및
·농촌종합개발 지원을 통한 기초 보건위생 증진 지원
원 보건위생 ·주요 대도시 상·하수도 및 산업공단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방 분야 ·전문병원 설립을 통한 보건 서비스 강화 지원
향
·교통 분야(도로 및 철도) 정책 및 관리 역량 강화
교통
·철도(메트로 포함) 분야 협력 확대
분야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 주요 교통망 건설 지원
자료 : 관계 부처 합동(2016), 베트남 국가협력전략, p.12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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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예정이다.11)
이 네 가지 분야 중 베트남의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중
소기업 육성과 관련이 있는 분야는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 두 가지
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두 분야는 중소기업 육성과 직접 연관되어
있지는 않으나 정부의 행정 능력 효율화와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양
성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 이 두 분야에 대한 베트남의 개발 수요, 한국의 원조 역량 및
2016~2020년 기간 중 한국의 구체적인 분야별 지원 방안은 <표 2-8>
에 정리되어있다.
한편, 과거에 수행된 바 있는 한국의 베트남 ODA 사업들 중, 중소
기업 육성과 관련이 있는 사업들은 <표 2-9>에 정리되어있는데 이 사
업들 역시 대부분 직업훈련 및 교육과 관련된 사업이다. 결국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ODA 사업들 중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 사업은 과거에
도 직업훈련 및 교육 사업에 지나치게 치중되었으며 2016~2020년 중
에 수행될 ODA 사업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한국 정부는 베트남 국가협력전략 2016~2020을 수립하면서 원조 일치와 원조 조화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먼저 원조 일치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국가협력전략이 베트남
경제발전전략 및 발전계획과 부합하도록 사업이 형성되었으며, 베트남 정부와의 정책 협의
및 실무자 간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할 것이다. 또한 원조 조화와 관련하여서
는 중점협력 분야에서 해당 공여국들 간의 회의, 기술작업그룹 회의, 수원국 주관 개발포럼
참여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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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 있는 한국의 ODA 중점지원 분야
중점지원
분야

개발 수요

한국의 원조 역량

·SEDP 2016~2020은 적 ·정부 주도의 경제사회
극적인 시장경제 도입을 발전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발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발전 시스템 구축을 경제구조 조정 등에 있어
전략 수립 및 제도 구축
목표로 함
·시장경제 안착을 위해서 경험을 공유하고, 공공
는 공정한 법치 시스템 행정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지원이 가능
구축과 정부 행정의
효율화 및 체계화 필요
·비즈니스 환경 개선, 토
공공행정
지 사용 제도 개선, 시장
분야
거래 비용 감소 등에서
개혁 지속 필요
·민간 부문의 글로벌 가
치사슬 통합 진전 필요
·의류 및 수산물 중심 핵
심 수출산업 다각화 필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혁, 재정 확보,
역량 강화 및 인프라
지원 필요

교육
분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화로 국가로서의 역
량을 배양하기 위해 인
적자원의 개발이 필요
·국제적 기업 및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경영자,
관리자 역량 강화 및 과
학기술 개발을 통한 고급
기술자 역량 강화 필요
·혁신적 산업 분야(IT,
BT 신소재, 환경 등)에
서의 대학, 연구소 육성
및 R&D 역량 강화 필요
·교육을 통한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필요

·산업인력 양성 등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해 산업
화에 성공한 경험과
높은 기술 수준의 제조
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능인력 양성
지원이 가능
·IT, BT, 환경 등 미래 혁신
산업에 대한 R&D 역량과
산학연 협력 체계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이에 대한 경험 공유
가능

분야별 지원 방안
·SEDP 2016-2020의 부문별
이행을 위한 연구·혁신
지원
·공무원 IT 역량 강화, 정책
자문, DB 구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IT 부문 역량 강화 지원
·전자조달, 외국인 투자관
리 지원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민간 부문 활성화
를 위한 제도 역량 지원
·낙후 지역 공동체 개발
관련 지도자 양성, 여성
역량 강화 및 여성 보호를
위한 역량 지원

·과학기술 분야 중심의 고급
인재 육성 지원
·과학기술 R&D 역량 지원
을 위해 산학연 연계를
통한 인프라 및 제도 구축
지원(한·베 과학기술연구
원 V-KIST 설립 지원사업)
·전문교육/직업훈련을 통한
산업인력 양성(한·베 산업
기술대학 3차 지원사업)
·분쟁 해결 및 국제법 등
법률 분야 전문인력 역량
강화
·환경친화적 산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자료 : 관계 부처 합동(2016), 베트남 국가협력전략, pp.15~26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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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 있는 한국의 베트남 ODA 사업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유상원조

무상원조
(KOICA)

ODA 사업명

금액

2008

탱화성 탱화시 직업기술대학 개선사업

3.00

2009

하띤성 중등직업학교 개선사업

2.98

2009

꽝빈성 직업전문대학 개선사업

2.96

2009

지아라이성 아운파 중등직업 개선사업

2.96

2011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

100.00

1994~2006

하노이/퀴논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406.48

1996~2002

증권거래소 설립 지원 1차

0.66

1997-1999

전기전자안전 시험연구소

1.43

1997~2003

한·베 과학기술 협력센터 지원사업

2.42

1997~2006

한·베 산업기술학교 지원 1차

5.02

1999~2000

증권거래소 2차 사업

0.21

2001~2002

증권거래소 3차 사업

0.16

2003~2007

친선IT대학 설립 사업 1차

2004~2005

ICT입법 지원사업

0.84

2006~2008

한·베 산업기술학교 교육역량 강화
사업 2차

2.29

2007~2009

정부 전자조달 파일럿 시스템 구축사업

2.24

2010~2014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

9.00

2010~2013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구축 역량 강화
사업

1.28

2011~2013

꽝찌성 직업훈련원 개선사업

4.50

2013~2015

한·베 친선 IT 대학 4년제 승격 지원사업
2차

3.55

2013~2015

중부고원 소수민족 청소년 직업대학
향상사업

1.31

2014~2017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
지원사업

5.77

2014~2016

한·베 산업기술대학 3차 지원사업

0.49

자료 : www.odakorea.go.kr (검색일: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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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타 국가들의 중소기업 육성 관련 ODA 현황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에 대한 ODA는 일본, 세계은
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한국보다 많은 금액을 공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일본 및 아시아개발은행이 중소기업 육
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ODA 정책을 수행하여 왔는가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일본(JICA)
1) 중소기업 육성 ODA 가이드라인
일본은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통해
“Thematic Guidelin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이라
는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ODA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JICA,
2013).12) 이 중소기업 육성 가이드라인은 개도국에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ODA를 수행할 때 어떠한 접근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
적인 것인가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JICA의 중소기업 육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ODA 접근
방식의 구조는 <표 2-10>에 정리되어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
책수립 및 관련 기관 설립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12) JICA는 이와 별도로 “Thematic Guidelines: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이라는 무역과
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ODA 가이드라인도 마련해두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가이드라인은 소
위 민간 부문 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과 관련된 ODA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2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분야별 산업 ODA 전략

<표 2-10> JICA의 중소기업 육성 ODA 가이드라인의 구조
개발전략
목표

중기 목표

하부 목표
산업정책, 관련 법·제도를
수립할 수 있는 역량 배양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련 기관
설립

중소기업 중소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관련 정책 법·제도를 수립할 수 있는
수립 및 역량 배양
법적 제도
확립
금융제도의 개선

ODA 접근 방식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여타 정책 및 관련 기관의 역량 배양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률과 정책 개발
·비즈니스 지원정책의 기획과 수립(예: 기술
역량 강화, 스타트업 활성화, 경영혁신, 경영
안정화, 해외시장 진출 등)
·제도권 금융의 개선과 운영
·신용보증제도의 설립과 운영
·신용위험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관련 정부 부처의 역량 배양

정책 수행을
위한 기관
간의 업무 관련 정보의 분석 능력 배양
조정
정책의 홍보 및 인지도 확산

가치사슬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들 수평적 수직적 관계를 강화
간 및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강화 지방 중소기업, 협력 단체 및
여타 경제 단체들의 협력 강화

·관련 정부 부처 간의 협조 체제 강화
·사업자 등록 등 행정절차 간소화
·산업 및 중소기업 통계 작성
·중소기업 백서의 발간
·중소기업 육성정책 가이드북 발간
·비즈니스 매칭 기능의 강화
·부품공급산업 및 중소기업 클러스터의 육성
·지방 산업의 육성(one village one product)
·협력 단체들의 경영 지원
·상공협회 및 산업협회의 기능 강화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업의 육성, 기술 관련
기구의 역량 배양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제도적 장치를 개발/인적자원 ·표준화 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의 역량 배양
의 경쟁력 중소기업의 축적을 위한 역량 배양
강화
경영 역량
·중소기업 컨설팅 인증제도의 도입
및 기술 역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회계 능력
량 강화
중소기업가의 경영 역량 배양 ·마케팅 지식 및 기법
·스타트업 비즈니스 지원
·제조기술의 향상
기업의 기술력 배양

·경영의 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
·디자인과 포장기술의 향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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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전략
목표

중기 목표

하부 목표

53

ODA 접근 방식
·금융기관의 기업 평가 능력 배양

중소기업
의 경쟁력
강화

금융에 대한
금융에 대한 선택의 폭 확대
접근 향상

·2단계 금융의 제공

경영인 및 경영 인적자원에
비즈니스 및 대한 교육 및 노하우 획득
기술인력에
대한 인적
자원 개발 기술인력 및 엔지니어에
대한 교육

·기본적인 경영 관련 교육기관 설립

·사업계획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수 있
는 기업가의 능력 배양

·비즈니스 스타트업 훈련기관 설립
·기술대학의 설립을 통한 교육
·기술고등학교 설립을 통한 기술인력 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기관의 설립

자료 : JICA(2013), pp.8~9의 내용을 정리.

개발전략 목표(development strategic goal) 아래 중기 목표(midterm
objective) 및 하부 목표(sub-target)들이 설정되어 있으며 각각의 하
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ODA 접근 방식을 취하여야 하는
가를 매우 자세히 서술해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도국에
서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관련된 ODA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JICA의
중소기업 육성 ODA 정책이 매우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2) 일본의 베트남 관련 ODA
일본 정부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2011~2020 사회경제
개발전략(SEDS)과 일치하는 ODA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
다. 일본의 베트남에 대한 ODA는 균형 있는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협력(cooperation for national building with well-balanced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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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social development)을 기본 목표로 두고 경제성장
촉진과 국제경쟁력 강화, 경제발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응 및 효
율적 정부의 구축 등을 세 가지 우선순위 분야로 설정하여 진행되어
오고 있다(<그림 2-8>).
이 세 가지 우선순위 분야들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는 첫 번째 분야로서, 여기에는 다시 시장경제 시스
템의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 개발, 경제 인프라와 교통 접
근성의 개선 등 세 가지의 개발의제들이 존재한다. 이들 중 중소기업
육성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ODA 프로그램들은 산업경쟁력 강
화와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개발의제 1-2에 포함되어있다.
<그림 2-8> 일본의 베트남에 대한 ODA 기본 목표, 우선순위 분야 및 개발의제 분야
균형 있는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협력

우선순위 분야 1

우선순위 분야 2

우선순위 분야 3

경제성장 촉진과
국제경쟁력 경화

경제발전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

효율적 정부

개발의제 1-1

개발의제 2-1

개발의제 3-1

시장경제 시스템의
강화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

법 제도 및
행정 기능의 강화

개발의제 1-2

개발의제 2-2

산업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 개발

생활수준의 개선
및 불평등의 개선

개발의제 1-3
경제 인프라와
교통 접근성의 개선

자료 : http://www.vn.emb-japan.go.jp/document/pdf/vietnam_2013%20(EN).pdf
의 내용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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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개발의제 1-2에 의한 일본의 베트남 ODA 프로그램
연도

ODA 사업명

2012~2014

SME 지원을 위한 공공 부문 기능 강화 사업

2012~2014

SME 금융 지원사업

2012~2016

하노이산업대학(Hanoi University of Industry)의 직업교육 강화
사업

2013

직업교육 사업 강화를 위한 조사

2013~2015

직업교육 시스템에 대한 고문관 파견

2012~2013

국가기술시험제도(National Skill Testing System) 수행에 대한
고문관 파견

2012~2014

베트남-일본 인적자원협력센터(Human Resources Cooperation
Center)를 통한 기업가 역량 개발 사업

2012~2014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활성화 사업

2012~2017

ASEAN 지역 대학 네트워크 및 동남아시아 기술교육개발 네트워크
사업

2012~2014

ICT에 대한 고등교육 개발 지원사업

2012
2012~2016

호찌민 기술대학의 대학-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역량 배양 사업
인적자원개발 장학금 사업

자료 : h ttp://www.vn.emb-japan.go.jp/document/pdf/vietnam_2013%20(EN).pdf의 내용을
정리.

개발의제 1-2에 의한 일본의 베트남 ODA 프로그램들은 <표 2-11>
에 정리되어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직업교육 제
도, 대학 등에서의 기술교육 등과 관련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사업, 중소기업 지
원을 위한 공공 부문 기능 강화 사업,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활성화 사업 등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수
행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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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아개발은행
1) 베트남 중소기업발전계획에 대한 지원
아시아개발은행은 제2절에 서술되어있는 베트남의 제2차 중소기
업발전계획(second SME Development Plan)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
젝트를 수행하였다(ADB 2016). 동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2014년까
지 수행된 2개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규모는 유상
원조를 포함하여 약 9,300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 자금은 베트남의 제
2차 중소기업발전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며 다
음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분야이다. 먼저 제2차 중
소기업발전계획이 동 프로그램하에서 기획되었으며, 중소기업 백서
(SME White Paper)가 2011년에 작성되었다. 동 중소기업 백서의 발
간은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과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책 입안 등에 활용되었다. 2012년에는 중소기업
정책 입안을 위한 통계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다.
둘째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효율
성 강화 분야이다. 동 프로그램하에서 2010년에 Administrative Procedures Control Agency(APCA)가 항구적인 정부 조직으로 설립되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행정절차를 검토하여 간소화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셋째는 경쟁정책 수행을 위한 규제 체제의 강화이다. 동 프로그램
하에서 Ministry of Justice 내에 Civil Economic Legislation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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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치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다. 동
부서는 전국에 걸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이 있
는 법률의 홍보를 수행하기도 한다.
넷째는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강화이다. 동 프로그램하에서 중
소기업에게 새로운 금융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리스회사들이 설립되
었으며,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리우대 등을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을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2010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베트남 개발은행을 통해 대출액의 85%까지 신용보
증을 제공하게 되었다.
2) 아시아개발은행의 베트남 국가협력전략(CPS)
아시아개발은행도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2016~2020년도 기간에
대한 베트남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ADB, 2016b). <그림 2-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국가발전전략의 목적은 베트남의 보다 포
용적이고 환경지속적인 성장(more inclusive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growth)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i) 고
용 창출과 경쟁력의 향상 (ii)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 전달의 포용력 향
상 (iii) 환경지속성과 기후변화 대응 능력의 향상 등 세 가지의 전략
이 수립되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베트남 국가발전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은 중소기
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구조개혁(stru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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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아시아개발은행의 베트남에 대한 국가발전전략(2016~2020)
보다 포용적이고
환경지속적인 성장

전략 1

전략 2

전략 3

고용 창출과
경쟁력의 향상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
전달의 포용력 향상

환경지속성과 기후변화
대응 능력의 향상

구조개혁

포용적 도시화

자원개발 관리

공기업 민영화, 지배구조 개선
자본시장 조성,
미소금융 활성화

대중교통 시스템, 도심 외곽
도로, 중소도시 수자원 관리,
스마트 도시

지방 수로 관리, 지속가능한
임업자원 관리, 하수처리
시설 구축

지역적 연계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전국 단위 고속도로 및
철도 시스템 개발

중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전국적 건강보험

민간 부문
기술교육, 중소기업 규제 및
지원 제도, PPP 확산,
민간 부문 운영 개선

기후변화 적응
교통, 농업, 도시화, 에너지,
수자원 관리 등에서의
적응력 강화

농촌지역

기후변화 경감

농촌지역 교통 시스템,
전기 및 용수 시스템 개선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발전, 저탄소 교통시스템 등

공공 투자
공공 투자 효율화,
재정시스템의 신뢰 구축

자료 : ADB(2016b) p.7로부터 인용.

reform)과 민간 부문(private sector)의 육성이 그것이다. 특히 민간 부
문의 육성에는 직업교육 훈련의 강화, 중소기업 관련 규제 완화와 지
원 서비스 강화, 공공-민간의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있다. 아시아개
발은행은 이를 위하여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
근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ODA와 함께, 중소기업 관련 지원
및 혁신 정책, 외국기업으로부터 베트남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촉
진 등의 사업을 수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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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은행
1) 베트남 2035
세계은행은 2014~2016년의 기간 동안 베트남 정부의 기획투자
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공동으로 “베트남 2035
(Vietnam 2035: Toward Prosperity, Creativity, Equity and Democracy)”
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간하였다.13) 본 보고서는 베트남 경제 및 과
거 개혁 정책들에 대한 매우 상세하고 방대한 분석을 통하여 베트남이
2035년까지 근대화된 산업국가(modern and industrialized nation)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여섯 가지 주요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1. 민간 부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근대화의 실현
2. 기술발전 및 혁신 역량의 개선
3. 역동적 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정책 및 도시투자 계획의 재정립
4.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 및 회복력 증진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도모
5. 조화로운 중산층 형성을 위한 소득 불평등 개선
6. 근대화된 법체계의 확산과 민주사회의 형성
본 보고서는 베트남 경제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석 및 그 구체적 대
응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 번째 및 두 번째 정책목표의 실현
은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

13) 본 보고서는 세계은행 및 베트남 정부의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되었으나, 한국의 KOICA, 호
주 정부, 영국의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및 세계은행 등의 자금 지
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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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성공한 베트남
의 상황에서 외국기업들로부터의 기술 및 노하우 이전을 통한 생산
성 향상을 향후 베트남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서 효율
적인 시장경제 구축, 실질적인 경쟁정책의 구현을 통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간의 차별 제한, 민간의 학습과 혁신 및 연구개발 활동, 대
학과 정부 연구기관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식의 확산 등을 제
시하고 있다.
2) 세계은행의 베트남 CPS
세계은행은 “베트남 2035” 보고서와는 별도로 베트남에 대한 국
가협력전략을 따로 마련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베트남 CPS는
2018~2022년을 대상으로 구성되었다(World Bank, 2017). 세계은행
의 베트남 CPS는 <그림 2-10>에 정리되어있는데, 이는 베트남 정부
의 SEDS 및 SEDP와의 일치성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2016년에 발간된
“베트남 2035” 보고서에서 분석된 내용들을 참조하여 구성되어있다
고 세계은행은 밝히고 있다.
즉 포용 성장의 강화와 민간 부문의 참여, 인간과 지식에 대한 투자
및 환경 지속성과 회복성의 강화 등을 세 가지 집중분야로 설정하였
으며, 그 하위 목표로 11가지의 정책과제들이 제시되어있다. 이들 중
중소기업의 육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목표는 경제체제와 시장
기구의 선진화, 민간 부문의 활성화, 대학 및 직업교육 등을 통한 노동
시장의 개선 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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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세계은행의 베트남에 대한 국가발전전략(2018~2022)
집중분야 1

집중분야 2

집중분야 3

포용 성장의 강화와
민간 부문의 참여

인간과 지식에
대한 투자

환경 지속성과
회복성의 강화

목표 1

목표 1

목표 1

경제체제와
시장기구의 선진화

공공 및 민간 보건 강화
및 영양 결핍 해소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사용의 촉진

목표 2

목표 2

목표 2

민간 부문의 활성화와
농업 부문 발전

사회복지, 연금, 건강
보험 등의 효율성 개선

기후 회복력의 강화와
재해 관리 강화

목표 3

목표 3

목표 3

무역 경쟁력 강화와
물류체계의 개선

대학 및 직업교육 등을
통한 노동시장의 개선

지하자원 및
물 안보의 강화

목표 4
도시의 인프라와 토지에
대한 기획, 경영 합리화

목표 5
소수민족, 여성, 사회적
약자의 경제 참여 확대

자료 : World Bank(2017), p.23으로부터 인용.

4. 베트남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 관련 ODA 전략
본 장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 관련 ODA 전략을 도출
해보기 위하여 경제개혁 추진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여
온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
보았으며,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아시아개발은행 및 세계은행 등 베
트남에 대한 ODA를 가장 많이 수행해온 두 국가와 두 국제기구의 중
소기업 육성 관련 ODA의 내용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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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도국의 중소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인적자원
의 부족, 경영 및 기술 노하우의 부족, 자금의 부족, 시장정보의 부족
등과 같은 내부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의 중소기업들 역
시 동일한 문제점에 직면하여있다. 개도국 정부들은 중소기업의 육
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
을 위한 정책기획 및 정부기관의 설립, 중소기업 기금 설립, 산업 활
동을 위한 지적 인프라 구축, 무역 및 투자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이 그
것이다.
베트남 정부 역시 2006~2010년의 제1차 중소기업발전계획 및 2011~
2015년의 제2차 중소기업발전계획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
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평가된
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근 수행된 조사를 통한 연구 결과 등
을 볼 때,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
기는 어렵다.
그 근거로 첫째, 베트남의 중소기업은 국내진출 외국기업들과의 전
후방 연계에 실패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
해내지 못하였다. 세계은행이 베트남 정부와 발간한 보고서인 “베트
남 2035”에서도 베트남 중소기업이 국내진출 외국기업들의 기술력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absorptive capacity)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술이
전 효과를 향유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둘째로 베트남
정부의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상당한
정도의 금융 제약을 경험하고 있으며 숙련기술노동의 부족을 경험하
고 있다. 이러한 금융 제약 및 숙련기술노동의 부족은 결국 중소기업
의 기술 흡수 능력을 제약하고 더 나아가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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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한국 정부는 최근 발표된 베트남 국가협력전략 2016을 통하여
한·베 과학기술연구원, V-KIST 설립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
R&D 역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구축 지원, 전문교육 및 직업훈
련 등을 통한 과학기술 분야 및 산업인력 양성 등을 향후 주요 ODA 사
업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앞서 논의된 베트남 중소
기업들의 기술흡수 및 혁신활동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아시아개발은행 및 세계은행 등 주요 ODA 공여국 및 국제기
구들의 경우에도 한국 정부의 경우와 유사한 정책목표와 지원 분야
들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베트남의 중소기업 육성을 직접
적인 목표로 삼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들의 베트남에 대한
국가협력전략에서도 국내 민간 부문의 경쟁력 강화, 인적자원개발 및
기술발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주요 지원과제로 설정하고 있어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이러한 유사성은 주요 ODA 공여국들 간의 원조 조화가 적절히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함을 시사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내용들을 바탕으로 할 때 베트남에 대한 중소기업 육
성 관련 ODA 전략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에 대한
주요 ODA 공여국들 간의 원조 조화 문제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
가 선행된 후, ODA 프로그램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베트남에 대한 중소기업 ODA 주요 내용들을 보
면 상당한 부분이 대학 등에서의 직업교육에 집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과 일본의 공동 ODA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시
너지 효과와 중복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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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향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베트남 경제가 외국인 투자기업들
의 기업활동에 의존하게 될 것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
한 중소기업 육성 ODA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베트남
의 상황과 유사한 특수성을 가진 국가는 싱가포르였다고 할 수 있는
데, 싱가포르는 1980년대에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국내기업으로
의 기술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한 바 있다(World Bank and IMP 2016). 예를
들어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의 기술훈련센터나 대학을 통하지 아니하
고 싱가포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기술훈련센터를 설립
하도록 지원하면서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다국적기업에게 전담시켜
수요자 중심의 기술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
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전문가가 국내 중소기업에 파견을 나가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한 바 있다. 한국의 경험에 바탕을 둔 ODA
를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와 같이 베트남의 특수성을 감안
한 ODA 프로그램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베트남 중소기업에 대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한 조사에 의
하면 중소기업들이 기업경영에서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
는 것은 금융 제약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ODA 프로그램이 마
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획 중인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ODA에는 주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만 존재하고 있으므로, 금융시장 주요 참가자들인 중
앙은행, 상업은행, 중소기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 금융 관련 교육 및 훈
련을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베트남 중소기업들의 금융 제약을 완화
할 필요가 있다.

제3장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클러스터
지원전략

1. 개도국에서의 산업클러스터의 의의
클러스터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나 상호 연관된 기업들, 기관들의
지리적인 집중이라는 개념(Porter 1998)이 가장 포괄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주요 유사 개념이나 용어로 산업지구, 발전구역, 역량구역, 자
유무역지대, 경제자유구역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산업클
러스터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① 지리적 집적(geographical concentration): 입지 측면에서 다수
의 기업들이 집적 내지 집약(concentration)되어있으며 집적의
효과 (agglomeration)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집적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
② 특화를 통한 집적 효과(localization & agglomeration): 특정 산업
이나 분야의 관련 기업이나 지원 기관들이 근접하여 입지할 경
우 특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 이루어진다(O’Sulliv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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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네트워크의 형성: 네트워크를 통해 클러스터 각 구성 주체들이
정보와 지식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혁신과 창업
등 다양한 형태의 성과가 나타난다.
④ 혁신(innovation): 하드웨어 중심의 단순 제조업에서 지식 기반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혁신(innovation)
이다.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활성화하고 그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세계 주요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선진국 및 국제기구 들과 협
력하여 다양한 종류의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추진의 목적이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및 경영 능력 부족, 내수 시장 협소 등 개도국 특유의 제
약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밀집된 지역에 네트워크를 형성, 경쟁력을
제고하는 산업클러스터 정책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중간재나 서비스 공급이 필수적인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후방 산업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바 산업클러스터 조성
정책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 민간의 자생적인 네트워크 형성
과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배양하는 정책 수단으로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도국 산업 발전의 주요한 정책 지원 방식
이 되고 있다.
다만, 개도국 산업클러스터 정책 효과의 한계는 항상 존재하며 베
트남의 경우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 발생 가능

제3장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클러스터 지원전략

67

성이 큰 이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주도형 클러스터가 많은 반면 개발계획 자체의 신뢰성
이 낮고 협력 네트워크 형성의 경험이 부족하여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경쟁체제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부진하여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
이 생길 수 있다.
셋째, 클러스터 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주요 참여
자 특히 민간 부문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이 부진한 경우가 많다.
넷째 관료주의, 부패, 자본 부족, 숙련 인력 부족 등 개도국 특유
의 문제가 항시 존재하고 있어 클러스터 활성화나 협력 지원을 위한
ODA 사업 추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산업클러스터 성공 사례들은 외부의 지식 원
천 및 클러스터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지역 간, 국제 간 네트워크 그리
고 클러스터 내 사회적 상호작용과 지식 순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
는 것이 공통적 특징이다.
반면 일반적인 개도국 산업클러스터들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
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동일 산업 내 기업들의 단순한 물리적인 집적
혹은 간헐적 수평적 연계에 그치고 상기한 다양한 역내·외 상호작용
및 학습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선진국에 존재하는 산업클러스
터와 차이가 많다.
베트남의 경우 급격한 경제발전과 외국인 투자의 급증으로 산업용
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산업정책이나 특성화 전략 간의 연계 등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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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산업클러스터 정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산업클러스터의 주요 정책과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특성을 진단하였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베트남 산업
클러스터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한국의 산업클러스
터 지원정책이나 한·베트남 ODA 협력 사례 등을 분석한다. 이를 근
거로 향후 한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베트남과 산업클러스터 지원
을 통한 ODA 추진 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베트남 산업클러스터 현황 진단
(1) 산업클러스터 관련 여건 분석14)
1) 인력 수준 및 공급 현황
2001년에서 2010년 및 2011년에서 2015년의 산업 내 근로자의 연
간 성장률은 각각 14.54%, 3.4%로 나타났다. 2015년 베트남 산업의
종사자 수는 광업 23만 8,000명(2.77%), 가공 및 제조업 808만 3,000
명(94.13%), 전력, 수도 및 가스 생산 및 공급업 14만 6,000명(1.17%),
상수도,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업 12만 명(1.39%)이다.
베트남은 현재 노동인구 비율이 50%가 넘는 인구학적 보너스
(Demographic Bonus) 또는 황금인구구조(Golden Population Structure)
로 불리는 시기에 돌입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특성은 고용 창출, 학
14) 본 절의 내용은 Duong Dinh Giam(2017)의 내부보고서(Vietnam Economic Association)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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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필요성 증진, 인적자원의 개발 및 훈련 등 베트남의 강한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도약
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2016년 1분기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15세 이상 인구 5,440만 명
중 전체 훈련 노동자는 1,130만 명 이상으로 약 20.89%를 차지하고 있
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3.13%, 여성의 경우 18.49%
로 이러한 수치는 여전히 낮은 수치이나 2013년 전체 훈련 노동자의
비중이 17.9%, 남성의 경우 20.3%, 여성의 경우 15.4% 수준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업종별 숙련 노동자의 비중
을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가공 및 제조업 부분의 숙련 노동자 비율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
라 2013년 18.3%에서 2015년 17.7%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러 요인 중 해당 산업의 제품이 주로 가공되어 생산된다는 요
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산업 내 노동력의 질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숙련 노동자의 비율 분포 또한 고르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 비해 중간 수준 노동력
의 질 또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단기
<표 3-1> 2013~2015년 베트남의 업종별 숙련 노동자 비중
단위 : %

연도

광업

가공 및
제조업

전력, 수도 및
가스 생산 및 공급업

상수도,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업

2013

42.1

18.3

75.3

44.7

2014

52.5

17.9

73.1

40.2

2015

42.3

17.7

76.2

36.3

자료 : Duong Dinh Giam(2017) p.2로부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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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훈련된 노동자이거나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 지향적인 노동자
인 반면 첨단산업 노동자와 같은 기술 노동자는 아주 적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국내외 기관에 의해 실시된 많은 설문 및 연구 또한 이와 같은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업은 노동자, 특히 엔지
니어와 기술 전문인력의 훈련 수준과 노동 숙련도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기술 전문인력의 부족과 더불어 베트남의 노동자들은 문제해결
능력, 리더십, 의사소통 부분에서도 낮은 능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
한 요인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베트남의 저임금 노동력이 가
진 장점은 점차 퇴색되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베트남 양질의 인적자원을 살펴보면 여러 분야
의 리더 58만 5,000명을 포함한 고숙련 노동인력은 약 540만 명으로 전
체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기술인력의 경우 약 316만 명으로
58.7%, 전문 기술인력의 경우 약 164만 명으로 30.4%를 차지하고 있다.
양질의 노동자 수는 2009년 약 450만 명에서 2014년 약 540만 명으
로 빠르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전체 노동인구의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숙련 노동자는 주로 교육과 훈련 부분에 집중되어있는데, 교육
부분의 고숙련 노동자는 30%에 달하며 고숙련 노동자 중 해당 분야
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중은 88.4%에 달한다. 그 외에 공산당,
사회·정치 조직, 국가행정 및 국가 보안 분야의 고숙련 노동자 비율은
19%, 건강 및 사회사업의 고숙련 노동자 비율은 8%에 달한다.
가공 및 제조업은 근대화 과정의 주요 산업이지만 전체 고숙련 노
동자 중 해당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9%에 불과하다. 이는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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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해당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숙련 노동자의 비율이 40~60%
에 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저히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베
트남의 산업에 국한된 문제로 볼 수 있으나,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점
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베트남 전체 경제가 직면한 문
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에서 2012년의 노동 사용 효율성(기업 매출액과 근로자 소
득 간 상관관계)은 17.4에서 14.9로 현저히 감소했다. 특히 노동생산
성은 2012년 -11%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는 직원당 평균 매출액은
2.65% 증가한 반면 노동자에 대한 채무는 훨씬 높은 비율인 15.3%로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2) 기술력
최근 몇 년간 베트남 기업의 기술혁신 속도는 낮고 일정하지 않으
며 발전 방향 또한 분명하지 않다. 선진국을 통해 이전된 신기술의 수
는 많지 않으며 신기술 이전은 주로 동유럽, 대만, 한국, 중국, 인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적이고 발달된 기술은 석유, 전기, 금형,
전기장비, 민간 전자제품, 타이어, 배터리, 플라스틱 제품, 시멘트 생
산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층기술(Multi-layered Technology)은 베트남 산업의 기업시스템
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
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기술적 다양화는 주로 평균적인 수준 혹은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산업에서 첨단 기술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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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적 기술 선택의 부족, 불충분한 기술 수준, 낮은 수준의 노
하우 이전 등으로 인해 기술이전의 품질과 효율성에서 제약을 지니
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장비를 작동, 적용, 현대화하는 능력은 여전
히 제한적이며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성능은 70~80%에 달하고 있다.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는 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해 이루어지
며 총투자의 90.6%에 달한다. 반면, 국유기업의 기술혁신 투자 비중
은 8.7%에 불과하며 민간기업의 경우 0.67%에 불과하다. 베트남 기
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술혁신 투자 비중은 0.2~0.3%에 불과하며 이
는 인도의 경우 5%, 한국의 경우 10%와 달리 매우 낮은 수치임을 확
인할 수 있다.
베트남 산업체들의 기술 수준은 인근 국가들의 기술 수준에 비
해 2~3배 뒤처져있다. 80~90%의 장비가 수입되었으나 그중 76%가
1960~1970년대에 수입되었으며 75%는 완전히 감가상각이 되었고,
50%는 재처리되었다. 선진 장비는 10%에 불과하며 평균 수준 장비가
38%, 낙후된 장비는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제조업 기업 중 1/3 미만이 initiative-related innovations
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혁신의 상당 부분은 미래를 위
한 투자의 개념보다는 비용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나타난다. 베트남
기업의 상당 부분이 아직 기술 적용 및 향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대
부분의 기술 기업은 현재 사용 중인 기술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
답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경제 통합의 관점에서 기업과 경제의 경
쟁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여겨진다.
지난 3년간 파산 혹은 신용등급이 하락된 기업의 수는 2010년 4만
7,000개에서 2013년 6만 1,000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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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00개로 2013년 대비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부
분적으로 국내 및 국외의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주
로 투입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과 함께 시장 및 신용 접근성의 부족으
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기업의 약 95%는 중소기업이며 이중
15%만이 공식 신용기관에 접근할 수 있다. 베트남의 중소기업은 모
기지 담보로 인해 은행이 아닌 비공식 신용기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도 베트남의 경우 개별 중소기업은
신용자본 부분에서 평균 4만 2,000달러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한 결과
를 제시한 바가 있다.
반면, 내부 기업의 기술 역량 부분 또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2011년
기업의 0.005%만이 과학 부분의 연구개발 계획을 지니고 있었으며 베
트남의 기술 수용력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3) 투자 실적
수년간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산업발전에 대
한 투자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지속된 경향은 투자 유치와 자원 배분
에 편차를 야기해왔다. 특히,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유지해왔음에
도 불구하고 농업 부분과 농촌지역에 집중되어야 하는 투자가 지속적
으로 결여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
라서 농업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우선적으로 농업 분야와
관련된 산업 및 가공산업 부분의 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이며 산업 전
반의 동력을 마련할 것이다.
비록 외국인 투자가 산업 부분과 서비스 부분에 집중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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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더라도 <표 3-2>에 나와있듯이 산업 부분의 투자가 국가 자원
및 사회적 투자를 포함한 농업 부분의 투자에 비해 항상 3~6배에 달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 부분의 투자심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재정 분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토지 및 노동
과 같은 자원의 분배에도 반영되고 있다. 앞서 제시된 산업 지역과 산
업클러스터의 기초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전국에 걸쳐 대규모
로 발생한 산업 지역 및 산업클러스터 설립 붐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
서 농민들이 생산성 높은 토지를 잃게 되었으며 더 이상 생계를 유지
하지 못한 채 빈곤에 빠지게 되었다.
<표 3-2> 투자 재원 및 산업 분야에 따른 투자
단위 : 조 VND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2015

1.사회적 투자

6.018

64.685

115.089

447.135

830.278

957.630 1.044.976

1.1. 농업

0.671

8.584

15.935

31.320

51.062

48.456

54.548

1.2. 산업

1.584

20.244

50.063

179.304

316.419

380.664

425.409

1.3. 건설

0.017

1.796

2.712

16.426

37.362

75.748

86.524

1.4. 서비스

3.746

34.061

74.859

220.049

425.435

452.762

478.495

2. 국가 투자

1.345

27.185

68.069

233.948

316.285

379.694

397.040

2.1. 농업

0.180

3.265

8.338

16.710

18.534

23.998

24.259

2.2. 산업

0.601

9.926

25.576

84.103

110.371

113.231

115.351

2.3. 건설

0.005

0.651

1.601

9.835

16.257

24.074

22.433

2.4. 서비스

0.558

13.343

32.554

123.3

171.123

218.391

234.997

자료 : Duong Dinh Giam(2017) p.11로부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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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산업클러스터 현황15)
베트남의 경우 한국의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개념의 국가 주도 클
러스터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를 산업단지(industrial zone, 이하 IZ)
라고 하며 대표적인 제조업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다(<그림 3-1>). IZ
는 베트남 관련법에 의거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체들을 입
주시키는 클러스터를 의미하며 경제자유구역(EPZ)은 IZ의 한 유형
에 해당된다.
일반적인 베트남 IZ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특화된 지역(specified geographical area)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 많다.
- 총리에 의해 승인된 IZ 종합계획에 의해 설치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건축기준에 의거 시설이 운영된다.
- 개발계획은 산업 및 지역과 연계하여 추진된다.
2016년 하반기 기준 베트남에는 321개의 IZ가 조성되었으며 그 규
모는 897만 ha에 달한다. 임대 중인 IZ 규모는 220개로 293만 ha로 추
산된다.
IZ의 평균 분양률은 49%이며 입주 기업들을 기준으로 한 가동률은
71%로 나타나고 있다. 입주율은 아직 높은 편은 아니나 외국인 투자기
업들을 중심으로 IZ 입주 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44개의 IZ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이 주도적으로 인프라에 투자
하고 있는 반면 277개 IZ는 베트남 현지 기업 중심으로 기반시설 투
15) 베트남 산업단지 현황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16)에서 발표한 PPT
자료와 통계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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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IZ 개수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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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ord Bank Vietnam MPI(2016) p.2에서 인용.

자가 진행되고 있다.
동남부 지역에 108개의 IZ가 있으며 홍강 델타 지역에 82개, 남서
지역에 51개의 IZ가 분포하는 등 베트남 전국에 걸쳐 IZ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그림 3-2> 참조).
베트남 IZ는 베트남 전체 FDI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생산량의 40% 이상이 IZ에서 생산되는 등 <그림 3-3>에서 보듯이 베
트남 경제 전체에서 산업클러스터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역할이 지속
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 규모나 수출 및
수입 규모의 경우 2010년 이후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
며, 이러한 역할 확대는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
유입이 커지고 있는 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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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지역에 따른 IZ 비중

South East Region(108 IZs)
South West Region(51 IZs)

Red River Delta Region(82 IZs)
Other Regions

자료 : Word Bank Vietnam MPI(2016) p.2에서 인용.

<그림 3-3> IZ가 주예산, 수출 및 수입 규모,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
90,000

3,000
80,000

80,000
2,500

69,000

70,000
60,000

2,500

2,000
1,615

50,000

1,500
40,000
30,000

1,000

857
18,899 18,387

20,000
10,000
0

424 635
35 50

201
2,350
110 2,170

1995

2000
State budge contribution

6,137

500

8,158
1,350

650

2005
Export

자료 : Word Bank Vietnam MPI(2016), p.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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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클러스터 정책 관련 거버넌스
중앙정부에서는 MPI(기획투자부)와 MOIT가 산업정책 및 클러스터
조성 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각 성(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
으로 클러스터 지원정책이나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지역
간 기업 유치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벌이는 경쟁도 치열한 편이다
(<그림 3-4> 참조).
중소기업 기술 지원이나 교육훈련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관으
로는 Technical Assistance Center(TAC)와 The Supporting Industry
Development Enterprises Center(SIDEC)가 있다.
TAC는 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산업
계의 수요와는 별개로 사업이 진행되므로 기업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림 3-4> 거버넌스
The Government

MOIT

SIDEC

ARID

MPI

Vie Trade

AED

FIA

TAC

IPC

SBV, MoF, Most, etc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DOIT

DPI

Other Department

SME supporting centers
SME operating in supporting industry

자료 : KDI(2017) p.40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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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센터들은 기업 간 매칭과 같은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활동
도 하고 있는데 성과가 부진하다. 인증이나 국제 표준 관련 지원 역시
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활동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인적 물적 지원을
받아 해당 기능 서비스를 하고 있다.
SIDEC는 보다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한다. 기술 지원, 교육훈련, 정보
제공, 비즈니스 링크, 각종 정책이나 규제 관련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
하고 있다. 현재 SIDEC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들 활동을 국제적
으로 인증받고 전국적인 기업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활동들이 충분히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4) 사례 연구: 베트남 하이퐁(북부 하노이) 전자산업클러스터16)
하노이 지역은 한국 전자산업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한 지역으로 산
업단지 조성부터 관련 협력 기업들의 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
는 곳이다. 본 절에서는 하노이 지역 클러스터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
해 베트남 산업단지의 특성과 한계점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산업기반이 부족한 베트남 현실에서 다국적기업의 초기 투자와 클
러스터 형성은 필수적이다. 전자산업클러스터 형성은 베트남에게 매
력적인 정책 수단이 된다.
첫째, 베트남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편입되고
생산된 중간재나 제품을 베트남에 투자한 다국적기업은 물론 외국에
도 수출하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생산 규모가 커지고 부가가치가 커

16) 본 절의 내용은 KDI(2017)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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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역할이 커지고 베트남 경제 규모 확대
및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셋째, 전자산업클러스터의 형성으로 베트
남 지역 기업과 다국적기업 간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이러한 협력 관
계 구축은 임금 인상 등 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해도 해당
기업들을 베트남에 머물게 하는 유인책이 된다는 점이다. 넷째, 베트
남 투자기업들은 원산지 측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
을 고려할 때 베트남 정부는 주요 거점 산업을 중심으로 집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하노이 지역은 지난 수년간 많은 다국적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성공
한 베트남 클러스터의 대표 사례에 해당된다.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
도이면서 제2의 경제 규모를 갖는 도시로서 인프라와 기술인력 공급
이 가능하게 하는 우수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을 보유한 지역이다. 특
히 삼성, LG 등 한국의 주요 전자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 지역 전자산업클러스터에 대한 분석은 한
국과 베트남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어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하노이 전자산업클러스터의 경우 지리적·경제사회적 장점에
도 불구하고 클러스터에 입주한 다국적기업들은 현지에서 부품을 조
달하기보다는 대부분의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조립한 뒤 재수출
하는 공장 목적으로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있다.
다만 각종 FTA 협약 체결과 경제자유구역의 대거 공급 등으로 외국
인 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기업 클러스터 규모가 지속
적으로 커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저렴한 임금, 입지적인 장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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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인 하노이 주변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자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
고 있다. 주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LG전자, 캐논, 파나소닉 등이 대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의 대규모 진
출은 고용 창출은 물론 베트남 정부 재정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노이 및 주변 지역에 진출한 주요 전자산업 분야 대기업들의 현
황은 아래의 <표 3-3>과 같다.
<표 3-3> 하노이 및 주변 지역에 진출한 주요 전자산업 분야 대기업들의 현황
단위 : 10억 달러

프로젝트

연도 자본

주요 생산품

위치

2001

0.3

Printers &
scanners

Thang Long IZ(Hanoi);
Que Vo IZ; Tien Du
IZ(Bac Ninh)

Panasonic
Vietnam

2003

0.2

Consumer electronics
& electronic components

Thang Long IZ(Hanoi)

Samsung
3 Electronics
Vietnam

2009

2.5

Mobile devices,
electronics &
high-tech telecom

Yen Phong ⅠIZ(Bac
Ninh)

4 Nokia Vietnam

2013

0.3

Mobile phones

VSIP IZ (Bac Ninh)

Samsung
5 high-tech
complex

2014

5

Mobile devices,
electronics &
high-tech telecom

Yen Binh IZ (Thai
Nguyen)

6

Samsung
2015
Display Bac Ninh

1

LCD & OLED

Yen Phong ⅠIZ(Bac
Ninh)

7

LG Electronics
Vietnam

Consumer &
automotive
electronics, mobile

Trang Due IZ
(Hai Phong)

1 Canon Vietnam

2

2015

자료 : KDI(2017) p.24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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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베트남 진출 확대와 베트남 정부의 정책 지원 결과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베트남 부품 회사
들의 수는 최대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동남아 지역 삼성전자 핸드폰
회사들(Samsung Electronics Vietnam in Bac Ninh province, Samsung
Electronics Vietnam Thai Nguyen)의 경우에도 161개의 현지기업이
하청 업체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그 결과 삼성전자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 편입되었다.
LG전자의 경우 하이퐁에 있는 짱주에(Trang Due) 산업단지에 산
업클러스터를 조성하였는데, 19개 한국 기업들과 7개의 베트남 제조
업체들이 주로 참여하였다.
한편 동종 산업의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
는 대표적인 이익으로는 조달 비용의 절감, 정부에 대해 생산 및 클
러스터 지원 관련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집적
지 효과는 삼성과 LG 관련 기업들이 밀집한 현지에서도 뚜렷하게 나
타나고 있다.
또한 현지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에서 파생된(spin off) 현지 기업 수
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도 관찰되고 있다. 즉 모기업과의 협력 관계
를 구축하면서 신행 부품 기업이 분사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데, 모기
업은 이들 기업과 기술 및 장비, 용지 제공, 경영 및 품질 관리 등 다양
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전자산업클러스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품의 약 70% 이상은
해외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수입한 것이다. 국내 생산 부품을 사용하
고 있는 비중은 17% 내외이며 순수 베트남 국내산 비중을 고려하면
12% 미만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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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의 경우 하이퐁에 8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고 당초 현지 조달 구매 목표 비율은 50%였다. 현재 가장 지역 특화
의존도가 높은 제품이 TV 생산 부문인데 베트남 현지 부품 활용 비율
은 3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LG전자의 하이퐁 산업단지의 경우 15억 달러 규모로 7개의 베트남
회사들이 하청 업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2개 회사는 부품, 나머지
회사들은 액세서리나 패키지 관련 회사들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베
트남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 클러스터에서도 <표 3-4>에서 알 수 있듯이 현지 기업의
역할은 패키지나 제한적인 부품 공급에 그치고 있다. 아래의 표는 하
이퐁 지역에서 현지기업의 주요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제조업이나 조립 공장의 경우 일부 기계 부
품, 플라스틱이나 고무 부품, 패키징이나 프레임 등의 분야에서는 베
트남 현지화 비율이 22.5%까지도 나타나는 반면 기초 전기전자 부품
을 포함한 기술 적용 분야에서는 수입품의 비중이 96.2%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들 베트남 기업들의 역량에 대해서는 정부의 평가와 다국적기업
<표 3-4> 삼성 베트남의 주요 역할

Tier1
Tier2

Business

Main Items

Viet Hung

Printing and packaging

Thang Long

Plastic bags

TDBH

Mold, jig

Bokwang(Tier1 supplier)

Thanh Long PCB

PCB, transfer, cable

RFT(Tier1 supplier)

자료 : KDI(2017) p.27에서 인용.

Customer
Samsung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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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평가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기업들과 현지 싱크
탱크(think tank)에서는 이들 기업들의 역량이나 제품 수준이 다국적
기업들의 기술 요구 수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하
노이 공대를 중심으로 한 현지 대학에서 충분히 교육받은 인재를 배
출하고 있어 전기전자 사업 분야의 추가 투자가 계속되어도 이들 기
업들이 양질의 기술인력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 LG 및 하청 부품 업체들은 상당한 수준의 청결도, 부
품 품질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
당한 규모의 설비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현지기업들이
이런 기준을 맞추어 부품을 생산하고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모의 현지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베트남 중앙 및 지방정
부, 금융기관 등이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선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전
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베트남 산업클러스터(IZ)의 문제점
아래에서는 베트남이 당면한 산업클러스터(IZ)의 문제점들을 간단
히 정리한다.
첫째, 다수 산업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
업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외국인 투자 유치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
한 양적 팽창 위주의 산업단지 확대는 전략 산업의 경쟁력 확보나 집
적 효과 축적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면에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제3장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클러스터 지원전략

85

외국인 투자 유치나 베트남 기업의 수요,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 육
성 등 국가 경제정책의 결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의 방안으로
클러스터의 조성이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나 개별 사업 단위의 접근
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결정의 거버넌스의 경우, 최종적인 의
사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각 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도 명
확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아 클러스터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장애
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산업 분야 ODA 추진 시 종합적인 개
발계획의 수립 등 정책 지원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들이 협업을 하고 기술개발이나 혁신 활
동을 수행하는 등 혁신형 클러스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베트남
산업클러스터들의 경우 기업 유치만을 위한 전통적인 산업클러스터
형태의 입지 조성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아래서 저부가가치형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경
제개방 초기의 투자 형태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전자, 자동차 등 하이
테크 분야의 기업 진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베트남 현지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운영할 때 베트남 기업의 혁신 역
량 제고를 위해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대학의 역할이
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 KIST(한국과학기술연구
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기업의 기술개발 지
원 및 개량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과 같이 정부 주도의 기
업 기술개발 지원 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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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V-KIST 사례 부분 참조). 특히 베트남 대학들의 기술개발 역량이
산업계 수요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 연구기관의
산업계 지원 기능은 더욱 중요하게 된다.
다음에서도 보듯이 현재 KIST와 KOICA가 베트남 정부와 공동 투
자하여 설립 추진 중인 베트남 KIST 설립사업은 향후 베트남 산업클
러스터 정책 추진 및 한국의 산업 ODA 지원 방식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나치게 빠른 IZ 지정 건수 및 기업 유치 급증으로 각종 환
경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베트남 산업부나 사회과학원 등과의 인터
뷰에 따르면 산업클러스터의 15% 정도만이 오폐수 처리 시설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 양도 급증하고 있
는 반면 재활용이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는다.
산업클러스터 주변의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결
과적으로 산업클러스터의 정주 여건이 매우 나빠지고 있고 주변 도시
주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화 초기에 만들어진 산업클러스터들의 경우 환경문제 해결은
물론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개선
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클러스터들 조성 후 기능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시설들
을 보완하여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
는 한국의 산업클러스터 재생 사업이나 기업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기술 개발이나 기술이전 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지원사업들의 유
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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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클러스터 지원 정책 사례 분석(한국의 경험)
본 장에서는 베트남이 당면한 산업클러스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
용 가능성이 높은 한국의 ODA 협력, 산업단지 지원정책, 환경 관련 지
원정책 등 한국의 사례들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혁신 지원
을 위한 V-KIST 사업, 기 조성된 산업단지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능
을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베트남 산업단지 환경문
제 해결 지원을 위한 환경 ODA 제도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여기서 소개하는 다양한 취지와 성격의 사
례들은 베트남에 대한 산업클러스터의 개발협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1) 베트남-한국 KIST 사업(V-KIST)
1) 사업 추진 배경
한국 정부는 베트남 과학 발전을 위해 당국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
식’ 과학기술연구원을 베트남 현지에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설립 중
에 있다.
정부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KOICA는 2014년 베트남 과학기술부
와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 지원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
결했다. 이 사업은 베트남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통해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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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은 베트남의 산업화를 선도하는 세
계적 수준의 미래형 과학기술연구소로, 향후 베트남의 주요 산업 기
술 개발 및 미래 성장을 위한 첨단 기술 개발, 산업계 기술 전수 촉진,
과학기술 석·박사 교육 등의 주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본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개발 경험의 성공
사례인 KIST 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베트남 정부의 요청으로 시작되
었으며, 2013년 9월 ‘V-KIST 설립사업’을 양국 정상간 약속 사업으로
합의하고, 우리 외교부 장관과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간 업무 협조
약정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하노이 주변을 중심으로 많은 전기 및 전자 사업 다국적기업이 입
주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과의 협력 및 인력 교육을 통한 산업클러
스터 역량 강화 차원에서 베트남 및 해외 유수 대학, 연구소들이 입지
할 ‘호락 하이테크 파크(Hoa Lac Hi-Tech Park 이하 호락 테크파크)’
를 건설 중에 있다.
2) 주요 사업 내용
베트남 정부는 호락 테크파크 중심에 V-KIST 설립을 위한 부지 23
만 1,404㎡를 마련했다. V-KIST는 길게 이어지는 호수를 따라 건립될
예정이다. 연구원 뒤쪽으로는 이미 프랑스의 유명 대학이 입주키로
했다. 인근에 독일과 미국의 대학도 들어서게 된다. 완공되면 하노이
주변의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과 본격적인 산학 협력 R&D와 고급 기
술인력을 양성, 교육하는 역할이 부여될 전망이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많은 자금을 베트남에 투입 중이다.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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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10배가 넘는 예산을 지원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항공우
주 관련 연구소 건설을 위해 4,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베트남을 지
원하고 있다.
현재 호락 테크파크는 베트남의 미래 과학 수도로 건설되고 있다.
991만 7,355㎡ 규모의 부지에 응용 연구를 위한 굴지의 연구소와 대학
들이 들어서게 된다. 베트남 정부는 각국의 유명 대학과 연구소에 러
브콜을 보내며 야심차게 추진 중이며 최우선순위로 베트남 정부는 응
용 연구를 위한 연구소 모델로 한국의 KIST를 선택했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한국의 산업발전과 경제부흥에 크게 기여한 KIST의 사례를
재현해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다.
KOICA는 2014년부터 4년간 미화 약 3,500만 달러를 들여 연구소
건축 및 연구 장비 지원, 연구소 설립·운영 자문, 역량 강화뿐만 아니
라 인큐베이터 연구소 운영 등을 지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총괄
사업은 KOICA가 맡되 실질적인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은 KIST가 주
관하는 협력 방식으로 진행된다.
V-KIST 설립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접근 도로, 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 및 기초연구 시설 설립 단계로서 2017년까지 1차
종료하도록 되어있다. 산학 협력 및 응용 연구 시설의 경우 2020년까
지 계획되어있다. 2단계에서는 2020년까지 초기 타당성을 확보한 후
시설 확충을 하게 되어있고 2034년까지 지속적인 시설 확충 및 개발
을 할 수 있도록 청사진이 마련되어있다. 정부의 ODA 자금 392억 원
이 투입되며 KIST는 연구 장비와 전산시스템, 역량 강화와 공동 연구,
컨설팅과 행사 개최 등 연구를 위한 인프라와 운영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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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이 베트남 원조와 투자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베
트남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인구가 약
9,500만 명, 평균 연령이 28세인 젊은 국가로 잘 알려져있다. 경제활동
인구와 내수시장 규모에서 차기 중국으로 급부상하며 각국이 주목하
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경기 침체에도 베트남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
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미래 시장으로서 가능성이 많
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물론 글로벌 브랜드 기업들이 앞다투
어 베트남에 진출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KIST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지원 규모가 작지만 베트남 국
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고, 짧은 기간 내 세계적 수준의 기술 경
쟁력과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점들을 베트남 정부가 높이 평가하고 있
어 한국의 개발 협력 지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특히 본 사업의 경
우 KIST를 그대로 벤치마킹해 자국의 경제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베
트남 정부가 운영 시스템, 인력까지 요청한 상황이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동화 전 KIST 원장을 V-KIST
원장(100% 동의)으로 추천했다. 신임 V-KIST 원장의 임기는 5년이다.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과기부에 V-KIST 사무실을 설치하고 본격적
인 운영 지원을 하고 있다.
V-KIST의 경우 기관의 훈령과 규정도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공동으
로 작성한다. 베트남의 경우 일부 기초연구에는 투자했지만 응용 연
구에는 거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베트남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
해 응용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V-KIST는 베
트남 현지기업들의 기술 역량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점 기관
으로서 향후 북부 하노이 지역 경제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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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V-KIST 건립은 2018년 4월 착공해 2019년 6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해외 유능 인력을 V-KIST로 유치하기 위해 기존 자국
의 연구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급여를 책정해놓고 있다. 초기 한국의
KIST와 유사하게 기존 연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베트남 정부로
서는 유례없는 파격 대우로서 베트남 정부가 그만큼 과학기술에 기
반을 둔 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3) 기대 효과
이러한 V-KIST의 베트남 진출은 현지에 대규모로 진출해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급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현지 한국 기업들을 위해 기업 중심의 커리큘
럼을 마련해 지원하거나 애로 기술의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공적개발자금을 활용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경
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교육과정 개발이나 공동 연구를 통
해 산학 협력 및 민관 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s)의 시험대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는 등 네트워크 연결 및 지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
로 예상된다.
한편, V-KIST의 사업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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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IST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014~2034)
· 1단계(2014~2017), 2단계 (2017~2020), 3단계 (2020~2034)
□ 총사업비
· 7,000만 달러(US) : 1단계 기준
· 한국(50%: 한국국제협력단의 ODA), 베트남 (50%: 정부 재정)
□ 입지
· 하노이 북부 40km
· 호락 테크파크 부지 23만 1,404m2
□ 주요 협력 내용
· V-KIST 설립 및 운영 관련 전반 사항 (총사업비 50% 부담)
· KIST 전 원장 출신 기관장 임영
· 규정, 연구개발 투자, 산학 협력 프로그램 마련 등에 KIST 주도 사업 추진 등

(2)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
1) 노후 산업단지 재생의 필요성
산업단지는 50년이라는 짧은 역사 동안 제조업 생산의 71%, 제조
업 수출의 80%를 담당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
리매김하였다. 현재에는 산업단지가 주력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서 노
동·자본 중심의 요소 투입형 성장에서 생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다.17) 또한 지역의 제조업을 발전시켜 서비스
업, 중소 도시의 성장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17) 주력 산업별 산업단지 : 여수(석유화학), 창원(기계), 울산(자동차), 온산(비철금속), 거제(조
선), 포항(철강), 구미(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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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기존에 조성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
술혁신이나 기능 변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인데 베트남과의 산
업 분야 협력에서도 환경 개선이나 산업단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
한 각종 지원 제도 등을 분석할 경우 유용한 지원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주요 내용
한국의 경험을 들어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례를
소개한다. 한국은 산업부 주도로 2009년부터 일반 산업단지와 공업단
지들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대전(1,2 산업단지), 대구(제3공단), 부산
(사상공단), 전주(제1산단)를 산업단지 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표 3-5>).
특징적인 것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를 구하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의 재생을 추진
한다는 점이다.
산단 간선도로 건설, 공원녹지 조성, 주차장 확충 등의 경우 국비
50% 지원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민간 부문의 재원 조달 등 재원 다
각화는 부진한 실정이다.
산업부는 이들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융복합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거나 지식산업센터, 환경업종 집적화를 통한 업종 고부
가가치화 사업 등 산업단지 자체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추가하
는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후 산업단지의 휴폐업 부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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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산업단지 재생 사업 추진 개요
단위 : m2, 원

사업 지구

사업 규모

사업 기간

대전`1·2산단

2,306천

2010~2020

1,679천

2009~2021

2,417천

2009~2021

전주1산단

1,808천

2010~2015

부산 사상공단

1,228천

2013~2020

대구
대구 3공단
도심
공단 서대구
공단

전체 사업비
(기반시설비)
1,932억 8,000만
(966억 4,000만)
2,946억 5,500만
(1,473억 2,800만)
1,769억 5,600만
(884억 7,800만)
1,154억
(557억)
2,712억 8,100만
(1,356억 4,100만)

비고
·지구 지정 완료
·재생 시행 계획 중
·지구 지정 완료
·지구 지정 완료
·지구 지정 완료
·재생사업 시행 중
·재생 계획 수립 중
·14下지구 지정 예정

자료 : 장철순(2014), p.27에서 재인용.

산학융합지구 및 비즈니스센터, 문화 및 환경 시설 설립 등을 민관이
협력하여 치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산단 재생
지원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4
년부터 산업부와 국토부가 협력 체계를 갖추고 ‘산업단지 경쟁력 강
화 방안(2014)’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무역투자진흥회의 등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기능 강화를 추진하는 중
이다. 특히 2017년까지 최대 25개 산업단지를 혁신 역량을 갖춘 고부
가가치 산업단지로 재생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의 경
우 중앙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도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맞춤형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업
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을 기능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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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입지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 구조개편 사업
이다. 고기술이나 첨단 업종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생산시
스템 개편 등에 부합하는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전체 도
시의 차원에서 산업단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 주민의 생산, 거
주, 문화 활동 등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근 공업 지역
은 산단 재생 지구로 편입하고 산업단지로서 가치가 떨어진 지역은
해제하여 상업지구나 주거지구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
둘째, 전략 업종 재편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집적 효과를 증대
하는 기능이다. 입주 업종이 지나치게 다양하거나 당초의 업종이 심
각한 부진을 겪는 경우 지역의 경쟁력이나 산업 역량을 감안하여 전
략 업종을 선정하고 이들 업종 기업이 집중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도심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ICT 분야나 BT 전문 단지로 기능을 개편하고 입주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산업단지 전반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투자이다. 하수 종
말처리장의 확충 등 친환경 산업단지로서 역할할 수 있게 하는 기반
시설 투자 등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도로, 주차장, 주
거시설 확충 등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투자를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특징을 갖는다.
넷째,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시설의 확보이다. 의료, 복지, 문
화, 체육 시설 등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을 늘리고 지역 주민의 활용도
를 높여 산업단지와 도시와의 기능 연계는 물론 근로자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낙후된 저밀도 공업지역을 고밀도 주상공 복합 단지로
변모시키는 방식도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휴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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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부지의 활용, 공장 배치 조정 등을 통해 부족한 상업, 업무 시설을
확충하거나 기반시설 확대에 활용하는 방식도 매우 유용한 사업 추
진 유형이다.
3) 기대 효과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업클러스터의 제반 기능을 종합적으로 개
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환경문제 해결이나 기술혁신 지원 시설들을
개별적으로 확보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투자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산업단지 재생사업 운영의 경험을 베트남 산업클
러스터 기능 개선 추진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환경 개선 목적 ODA 사업
1) 환경 분야 ODA 개요
본 절에서는 베트남 클러스터 조성 분야에서 환경문제 이슈가 부각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의 환경부 주도로 지원되고 있는 환경
분야 ODA 사업, 특히 베트남 현지에서 활용가능한 주요 사업들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부의 연간 ODA 사업 규모는 약 130억 원(2016년)이다. 다자간
사업을 제외한 양자 무상지원 사업 규모는 80억 원 내외에 그치고 있
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이 개별 프로젝
트 지원으로 30억 원 규모이며 개발 컨설팅(27억 원), 기타 기술 협력

제3장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클러스터 지원전략

97

(22억 원)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교육훈련이나 연수 방식의 사업 규
모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2) 환경 분야 ODA 사업 주요 내용
(가) 환경 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a) 사업 개요
프로젝트성 지원사업을 제외할 경우, 개발된 환경기술을 활용한
ODA 지원을 하는 사업이 베트남 클러스터 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
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 ODA 사업 중 개발 기술의 개도
국 보급을 주요 목표로 하는 사업은 환경 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이다. 동 사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 사업 목적 및 운영 방식
개도국 사정에 적합한 환경 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기존의 환경
R&D 기술을 개량·보급하여 수혜국 지역민들이 지속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또한 산학연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간 환경 분야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해 개도국
지역 개발 및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도 주요 사업 목
표로 삼고 있다. 동 사업은 환경부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
원에서 기본 사업계획 수립 및 사후 관리를 하는 등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사업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현지국 지역 수요에 맞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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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기술 지원 추진 절차
현지 수요 파악

시범 적용

제작 및 보급

사후 관리

현지 수요에
▶ 적정기술 개발 및 ▶ 적용 설비 제작 ▶ 설비 모니터링 및
부합한
개량, 현지 적용
및 설치
지역 역량 강화
지역 및 기술 파악
※ ‘환경 적정기술’ : 환경기술을 적용할 때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현지 사
정에 가장 적합하게 개발·변경·개선된 기술
(관련 기술 분야) 물, 정수, 폐기물, 보건 위생, 생태 환경, 에너지 환경 관련 기술 등
자료 : 환경산업기술원(2017), p.3에서 인용.

을 파악하고 적정기술에 대한 시험 적용, 필요 시제품의 제작 및 보급,
사후 관리를 하는 방식을 취한다. 원칙적으로 현지 수요가 있고 기술
을 보유한 주관 기관이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정부가 자금을 지원
하고 있다. 추진 방식은 기업 단독 운영 또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운
영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c) 사업 규모 및 특징
연간 1억 원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술의 경우 국내에서 개발
되었거나 개량된 기술로 한정하고 있다. 즉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의
기 개발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기할 만한 점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사업이란 점을 감안하여 국가 R&D 기술
료 납부를 면제하고 있는 점이다.
(d) 주요 지원 실적
동남아 지역 개발도상국들이 주요 대상 국가이며 소규모 투자로 환
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수질 개선, 상하수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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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환경기술 지원사업 실적
지원 연도
2013

사업명
필리핀 다바오 아나윔 학교 시범 사업

적용 국가
필리핀

비소 처리 적정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상수공급시스템
베트남, 캄보디아
보급 시범 사업

2014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마을 단위 빗물이용 음용수
공급 현지화 시범 사업

필리핀

인도네시아 반둥의 도시빈민 및 섬유공장 밀집지역
대상 오폐수 처리 및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 사업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마을 단위 간이 상수도 설치
시범 사업

캄보디아

환경 분야 적정기술 평가 모델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
생물학적 모기 방제 기술 개발 및 적용
2016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소규모 마을 폐수 처리를 위한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베트남

폐식용유 및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쿡스토브
개발 및 보급

라오스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현지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캄보디아

자료 : 환경산업기술원(2017), p.10에서 인용.

량, 방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 관련 기술과 제품을 수원국에 제
공하고 사후 관리까지 고려하는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표 3-7>
참조).
(나) 아프리카 마을 상수도 설치 지원사업
(a) 사업 목적
환경시장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국가에 국내 환경기술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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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마을 상수도를 설치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
하고 한국 환경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유한 국내 환경 산업
체를 선정하여 수원국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
로 운영된다.
초기 단계 수요국 파악을 위해서 환경부 및 환경산업협회가 개별
사업 대상국을 접촉하여 양국 역할 분담 및 세부 대상 지역을 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상 업체의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안
서 사전 평가, 구술 평가, 전문가 평가의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b) 주요 사업 내용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 상수도 시설 설치 사
업이다. 현지 상황에 적합한 정수 기술을 적용한 설계를 하여 만든 컨
테이너 형태의 소규모 정수 시설(1일 150㎡ 규모)을 설치하는 것이다.
둘째,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인력 파견 및 교육훈련 사업이다. 정수
시설의 초기 운영과 유지를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지 운영 인력
을 교육하게 하고 있다. 또한 유지 보수를 위한 매뉴얼도 함께 개발하
여 제공한다. 사후 관리 단계의 시설물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 운영 노
하우 전수도 지원 내용에 포함되어있다.
(c) 주요 추진 실적
물 부족 상황이 심각한 아프리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실적은 <표 3-8>과 같다.

제3장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클러스터 지원전략

101

<표 3-8> 지원 국가 및 수행 기업
연도

지원국

세부 지역

수행 기업

2011

가나

Jeffisi

웅진코웨이(주)

2012

나이지리아

Umueze

(주)시노펙스

2013

케냐

Saikeri

(주)POSCP TMC

2014

탄자니아

Kisarawe

(주)생

2015

모잠비크

mafuiane

(주)생

자료 : 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www.keia.kr) (검색일 2017.10.22).

(다) 개도국 환경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a) 사업 목적
주요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 개선 마스터플랜을 우리 정부가 지원
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과 협
력 채널 구축에 기여하는 데 있다. 특히 대상국의 환경기술·산업 현황
을 파악·분석하여 국내기업의 진출 유망 분야와 중점 투자 대상, 협력
사업을 발굴·제시함으로써 국내 환경 산업체들의 개도국 환경시장 진
출 여건을 개선하고자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 주요 사업 내용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세부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기 단
계에서 개도국의 환경산업 전망 및 환경 관리 수요를 도출한다. 동 내
용에는 환경산업, 정책, 기술 수준 및 기초 시설 등의 현황 파악 및 분
석을 포함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대상 지역 및 분야의 기본 계획
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아울러 양국의 환경 분야 협력 사업 발굴 및 추

102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분야별 산업 ODA 전략

<그림 3-5> 사업 수행 거버넌스
한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총괄 부서(환경부)

사업 수행 및 관리

정책 / 재정 지원

사업 수행 기관
사업 수행

추진 방향 설정 및 정책 지원 협력
사업 공동 추진 및 협력

개도국

관계 부처

사업 수행 기관

사업 방향 설정 및 정책 지원

사업 공동 수행

자료 : 환경산업기술원(2017), p.5에서 인용.

진 방안도 포함하여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국가당 약 7~8억 원을 지원하여 14개월 이내에 해당국의
환경 분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부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의 세부 범위를 확정하고 매년 초 사업 공고를
하여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양국 정부가 자국의 사업 관리 기관을 지정하고 사업 수행 기관은
<그림 3-5>에서와 같이 각국 관리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c) 주요 추진 실적
2007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아시아, 중동, 남미 등 세계 20여 개
국을 대상으로 지원되었으며 2017년 사업으로 파라과이, 이란, 모잠
비크 3개국이 추가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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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베트남 지원 실적
대상
국

사업명
베트남 지역별 환경보전
장기 종합계획 수립
베트남 북부 지역
대기 모니터링 기초 조사

베
트 베트남 동나이성
남 고형 폐기물 처리 관리
기초 조사

수행 기관

사업
기간

국내

상대국(베트남)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보호청
현대엔지니어링
환경관리공단
2007
~
수도권매립지관리
2008 공사

환경보호청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보호청

베트남 유해 폐기물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기초 조사

BienHoa Urban
Enviroment Service
Company

자료 : 환경산업기술원(2017), p.15에서 인용.

<표 3-9>에서 보듯이 베트남의 경우 2007년도에 대상국으로 선정
되어 4개 환경 분야에 대한 기초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라) 개도국 공무원 석사학위 제도
이 제도의 목적은 환경 협력국의 공무원을 초청하여 한국 환경정책
능력 배양 및 석사학위 과정을 지원하여 협력국과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도모하는 데 있다. 환경부 국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25명 내외의 역량 있는 개도국 공무원을 선발
하여 교육시키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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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사업명) 글로벌 환경장학 프로그램(GESP, Global Environment Scholarship Program)
◇ (과정명) 환경 정책 역량 강화 석사과정
◇ (과정 내용) 환경 분야 필수과목(*) 운영, 연수생의 직무와 관심에 따라 환경,
국제개발 등 전공 선택이 가능하도록 커리큘럼 운영
(*) 필수과목 : 환경정책(2과목), 환경 세미나(10회 이상), 현장 견학(8회 이상)
◇ (소관 부처/운영 기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추진 체계)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간 업무 위탁 계약 통해 기술원이 사업
기획·평가·관리 등 사업 전반 운영. 학위과정 운영은 전문 교육
기관인 대학에 위탁
◇ (연수 기관) 지정 대학원(1∼2개 대학)
※ 현재 연수 기관 : 서울시립대, 영남대 (2018년 이후 신규 선정 예정)
◇ (선발 인원) 환경협력국 공무원 30명 이내(매년)
◇ (연수 기간) 석사과정 2년
◇ (지원 내용)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등 학비 및 체류에 필요한 경비 일체
◇ (자격 요건)
- 협력 대상국 국적 소지자로 대상국 정부기관의 공식 추천을 받은 자(만 45세 이하)
- 환경 및 유관 업무 수행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 정부기관 소속 3년 이상 공무 수행자
- 영어 진행 수업 및 논문작성 가능한 영어 실력 보유자
- 한국 정부 외국인 장학프로그램(석사학위 이상) 지원받은 적이 없는 자 등

<표 3-10> 지원 국가
연도

아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2015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13개국)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9)

중동·아프리카
알제리
(1)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2016
남아공, 알제리,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13개국)
에티오피아 (3)
필리핀, 태국 (8)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
알제리, 에티오피아,
2017 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
이라크, 이집트,
(16개국) 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케냐, 탄자니아 (6)
필리핀, 태국 (10)
자료 : 환경부(2017), 개도국 공무원 사업 개요, p.2에서 인용.

중남미

CIS·유럽

코스타리카,
카자흐스탄
콜롬비아
(1)
(2)
멕시코,
콜롬비아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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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한 협력 국가에서 공무원
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상 국가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
다. 베트남도 협력 대상국이므로 중점 국가로 지정하고, 다수의 산업
단지 환경 분야 전문가를 선발한 후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하
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표 3-10>).
3) 환경 분야 ODA 사업의 베트남 산업클러스터 지원 활용 방안
베트남 산업클러스터의 규모는 외국인 투자 확대와 베트남 경제성
장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환
경문제 해결을 위한 오폐수 처리나 폐기물 관리 등 기본적인 환경 개
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산업단지 관련 환경문제가 주요 이슈
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산업단
지 관련 투자 계획 등을 초기에 수립할 때 한국의 환경 전문가들을 파
견하거나 베트남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등 환경 개선 정책
컨설팅 및 교육 훈련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베트남 산업클러
스터 환경 개선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각 클러스터별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환경 시설이나 투자 계획이 없이 설립된 초기 베트남 산업
클러스터들을 대상으로 폐수 및 폐기물 처리 관련 기술 지원을 하는
방안도 매우 유용한 지원 방식이 될 수 있다. 초기에 형성된 소규모
클러스터들의 경우 산업단지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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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산업단지 인근 지역의 상하수도 개량 사
업을 추진하는 것도 유용한 ODA 정책 지원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한
 국의 베트남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ODA 추진
전략
(1) 산업클러스터 정책 개선 방향
이상을 종합하여 아래에서는 베트남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의 산업클러스터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1)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강화
노후 단지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단순 임가공이나 다수의 폐기물
등이 발생하는 전통 산업 중심의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지
원을 고려해야 한다. 예산 제약 등으로 전반적인 투자가 어려울 경우
지역별 거점 산업클러스터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
다만 전략 산업의 선정과 거점 클러스터 결정 과정에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수요자인 기업 특히
다국적기업들과의 사전 조율이나 참여 독려 등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
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신규 산업클러스터의 확대보다는 지역적 특성이나
입지 기업들의 산업 집적도 등을 반영한 특화된 클러스터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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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망 전략 산업의 경우 전 지역이 공통적으로 유치 업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산업경쟁력 확보
면에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될 수 있다.
교통망의 건설 등을 계획할 때 산업클러스터 정책, 지역개발 정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베트남에 유치된 주요 다국적기
업의 생산네트워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단순 생산기지에서 융복합 시설로 전환
노후화 정도, 특성화, 입주 기업 특성 등을 점검·평가하고 종합적인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제조기업
들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전면 재개발하기는 어렵
고 경제적 피해 규모도 커지므로 노후 산업단지의 일정 지역을 특별
구역으로 지정하고 신산업 입지 공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융복합
단지 성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산업 지구에는 생산시설 중심의 입주단지 조성보다는 지
식 서비스나 융합형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
한 생산시설 외에 연구개발, 교육훈련, 주거 및 각종 편의시설들도 위
치시켜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저밀도 생산시설형 산업단지 외에 대도시 주변의 고밀도 종합 입
주시설을 복합 시설로서 개발하여 산업 여건의 변화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단지의 발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산업클러스터의 조성과 운영에서 국제적인 협력과 네트워크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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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야 한다. 특히 산업 집적 활성화를 위해 주요 산업별 외국인 투자
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베트남 산업클러스터 전반의 세부 내용과 주요 정책 인센티브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 산업클러스터 육성 정책 경험이 많은 한국, 일본, 유
럽 선진국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3) 산업단지의 고용 창출 역량 강화
생산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평생 직업교육, 기업 요청에 따라 맞
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산업기술교육 시설의 입주 등을 통해 산업클
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인력 수요를 충족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자체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클러스터의 교육 및 인력 양성 기능을 강
화하여야 한다.
산업클러스터 인근에 R&D 역량을 갖춘 대학 및 연구소를 설치하
는 등 이른바 산학 연계 캠퍼스를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특
히 이들 캠퍼스에 직업훈련과 기술교육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취업
을 보장하는 등 기술혁신 활동을 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
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4) 기술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한국의 경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테크노파크나 공공연구소를 설립
하는 등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혁신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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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및 R&D 투자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도 입주 기업들의 기술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업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특히 하노이와 호찌민 시를 제외한 주요 지방의 경우 기술을 기반
으로 하는 기업이 입주해도 혁신활동이나 고급 인력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많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기업 기술 애로를 해결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산업클러스터 조성 초기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직접 단지 내 혁신활동 인프라 구축이 어렵더라도 관련 기업들끼리
의 네트워크 조성은 물론 기업들과 연구소, 대학 간 교류 및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지역 내 한정된 기
술개발 인프라 및 고급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
역의 경우 해외 대학, 연구소와의 협력 관계 구축 및 기술인력 파견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친환경 생태 산업단지 조성 정책 강화
UNIDO, WB 등과 함께 베트남 정부에서도 친환경 산업클러스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베트남 산업클러
스터 전체를 친환경 클러스터로 변모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은 마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신규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시 고려해야
할 정책과 기존 산업클러스터의 친환경 클러스터로의 변화를 촉진하
기 위한 정책 내용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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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평가와 점검을 거쳐 정책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신규 산업클러스터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나 스마트그리드 사업 등
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발생되는 폐
기물의 재활용, 오수 처리 시설 등을 사전 기획 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산업클러스터의 경우 발생되는 폐열이나 폐기물을 활용한 에
너지 재생사업, 폐기물 처리를 위한 추가 기반 인프라 시설 지원, 오수
처리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 단지로 전환하
기 위한 핵심 시설을 선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베트남 산업클러스터 ODA 협력 방향
본 절에서는 한국의 산업 ODA 추진 시 베트남 산업클러스터 정책
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주요 대안들을 제시한다.
1) 정책 자문형 지원
가. 산업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평가
한국의 경우 KDI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각종 국가 및 일반 산
업단지 조성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다양한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평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단순한 비용 추계가 아니라 산업클러스
터에 대한 수요 분석과 편익을 추정하고 산업클러스터 조성 후 30년
간에 걸친 운영 비용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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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 주요 신규 산업클러스터의 타당성 평
가에 참여하여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산업단지 조성 방향
등을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타당성 조사 협력을 통해 클러스터 조성 규모나 산업
별 특성 반영 여부 등도 점검할 수 있어 베트남 정부로서는 예산의 효
율적인 활용은 물론 종합적인 시각에서 산업단지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획재정부와 KDI, 국토교통부와 LH, 산업부와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또는 민간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베트남 산
업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관련 ODA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나. 융복합 단지 개발계획 지원
한국의 경우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국책연구소 지방분원, 기업 지
원 R&D 시설 등이 패키지 형태로 입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베
트남과의 ODA 협력 시 융복합 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수립에 대
한 정책 자문을 실시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
상한다.
서울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개발공사, LH, 전자통신연구소
(ETRI),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융복합 클러스터의 기획 및 건설 경험
이 있는 주요 기관들이 컨소시엄 형태 또는 기관별로 해당 전문 분야
에 대한 ODA 지원을 정부 조율하에 추진할 경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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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클러스터 환경 개선 정책 컨설팅
베트남 산업단지 전반의 환경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등 정책 자문
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전
체 산업단지를 포괄하기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클러스터 환
경 개선 계획을 마련하거나 지역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 계획을 마련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신규 클러스터 조성 시 사전에 고려해야 하는 환경 시설이나 사후
관리 투자 계획 등에 대해 매뉴얼을 작성하거나 대형 신규 사업 추진
시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2) 교육훈련형 ODA
가.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산업클러스터 맞춤형 교육 사업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하노이 및 호찌민 지역에서 전자산업 관
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베트남 직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단
기 기술교육을 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이 현지 진출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
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한국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기술교
육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KOTRA 및 KOICA 등과
의 면밀한 협력은 물론 수요처인 기업과의 상시 협력 시스템을 강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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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융복합 단지 개발계획 지원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경우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은 물론 학사급
전문인력의 수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수요처가 확
보된 인력을 중심으로 한국 대학 등에서 장기 위탁 교육을 시키거나
석·박사 과정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졸업 후 베트남 기
업 또는 현지 진출한 한국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
는 알선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 환경 관리 인력 교육
베트남 산업클러스터에 지원되는 환경 개선 시설의 운영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초기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본적인 매뉴얼을 제공하
고 운영 교육을 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베트남 환경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확대를 위해 환경 분야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여 한국에서 장기
교육 연수를 시키거나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지역이나 시설 특성에
맞게 개설하여 연수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
할 수 있다.
3) 시설 건립형 ODA
KOICA 및 EDCF 자금 등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인데 일본,
중국, 미국 등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약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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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때 한국적 경험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된 분야를 중심으
로 ODA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가. 산업 지원 목적의 연구소 건립
현지에 건설 중인 V-KIST 사업과 같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
절한 연구소 건립을 지원하고, 건설 후 연구소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협력
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단순 생산거점에서 기술집약형 복합 클러스터를 지향하고 있
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 수요를 고려할 때 베트남 지역에 주요 산업과
연관된 공공연구소 건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기전자 분야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나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
목적으로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베트남 현지에 공공
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경우 투자 규모 대비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한다.
나. 친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
한국의 경우, 노후 산업단지의 친환경 시설 구축 등의 경험이 있고
폐열 재활용 등 산업단지 폐기물 관리나 인프라 구축 관련 노하우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 사업보다는 친환경 인
프라 구축 지원이나 인력 파견 등 소규모 예산으로 환경 개선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프로제트를 우선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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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산업 육성 지원의 필요성
앞에서도 자주 언급했듯이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라는 개혁·
개방 정책을 도입한 이래 성공적인 농업개혁, 외국인 투자 유입 확대,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 등을 통해 매우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경제 성장
세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한 대외 부문
도 빠르게 확대되어왔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인구 9천만 명을 상회하는 내수시장과 동남아시아 경제권 내의 지
정학적 우위 등을 고려해볼 때, 베트남은 중장기적으로도 성장 잠재
성이 매우 높은 국가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특히, 젊은 층의 인구
비중이 높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로 중산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아시아 경제권 내의 유망한 소비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18) 아울
18) 베트남의 중위 연령은 30.7세로서 중국(36세)에 비해 5세 이상 낮고, 농촌인구의 비중도 인
도와 유사한 70% 수준으로서 노동 집약적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저임금 노동 공급 여력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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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베트남은 중국의 주요 성장거점인 남중국 지역과 가장 인접해있
는 국가로서 지속적인 임금 상승에 직면한 이들 지역을 대체 혹은 보
완하는 새로운 역내 생산기지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소비와 생산 양 측면에서의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인해
최근의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으로의 외국인 직접투
자 유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 같은 직접투자의 확대가
대외 부문의 성장에 가장 핵심적인 동인이 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
이다. 베트남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5년 총 241억 달러로서 최
고치를 기록한 이래 2016년에는 전년 대비 69.1% 급감하였으나, 올해
들어 1~4월 중 다시 전년 동기 대비 40%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베트
남 내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수출 기여도는 2016년 현재 70%를 상회
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베트남은 여전히 교통 부문을 중심으로 한
사회간접자본 및 전문인력의 부족, 민간기업의 경영·생산 역량 미흡,
기업활동에 대한 고질적인 사회적 고비용, 수출 부문을 지원하는 전
후방 연관 산업군 미약, 대중국 의존도 지속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
해 대외 부문의 성장 기여도 제고의 한계에 직면하여있는 것도 사실
이다. 특히, 대부분의 국내 민간기업들은 생산성 및 국제화 역량이 낮
고 내수시장에만 의존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저부가가치 생산 영
역에 특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수출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중간재는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울러, 베트
남 경제는 내재적인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및 대외 부문의 확대로 인
해 아시아 외환 위기나 2000년대 후반의 글로벌 금융 위기 등 국제경
제의 변동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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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계경제의 통합 지속, 새로운 신흥 개도국들의 부상 및 외
국인 투자 유치 경쟁 가속화 등 국제 경제구조상의 중장기적 메가트
렌드를 고려해볼 때, 베트남이 적절한 시기 내에 경제 체질 개선을 통
한 안정적인 투자 유치 및 수출산업 기반 조성에 성공하지 못하게 된
다면, 최근까지 유지되어온 성장 모멘텀이 대폭 약화될 위험성 역시
상존한다.
이상의 맥락 아래 이 장에서는 베트남의 수출구조 및 현행 지원정
책을 심층 고찰하여 수출산업의 발전 가능성 및 산업구조의 전환 방
향성을 전망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베트남의 수출산업 육성을 지원하여 상생의 기회로 활용할 것인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
별성이 존재한다.
우선, 베트남의 수출산업의 성장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와 연관
성이 매우 높은 바, 이 장에서는 베트남의 수출구조를 글로벌 가치사
슬 및 제품의 기술적 수준의 측면에서 심층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한다. 특히, 베트남의 수출구조 및 성장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및 Hidalgo et al.(2007)이 제시한 제품
공간 분석(Product Space Analysis) 방법론을 적극 활용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효과성 높은 대베트남 수출산업 육성 ODA 지원전략의 구
상을 위해 저자들의 선행 연구인 김세원·이시욱·최석준(2015)에서 제
시한 프레임워크를 차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동 방법론
에서는 지원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과정을 ① 수출 제약 요인의 진
단, ② 지원전략의 설계, ③ 제도화 및 사업 실행, ④ 모니터링 및 평
가 등 총 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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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절에서는 현재 베트남
의 수출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최근의 베트남 정부의 수출 지
원정책 기조 및 최근 동향을 고찰한다. 제3절에서는 주요 ODA 공여
국이나 관련 국제기구의 대베트남 수출산업 지원전략 및 사업 현황
을 살펴본 후 이를 우리나라의 현행 접근 방식과 비교하여 관련 시사
점을 도출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4절에서는 김세원·이시욱·
최석준(2015)의 수출산업 육성 ODA 지원전략 프레임워크를 활용하
여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출산업 지원전략의 방향성 및 지원 프로그
램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베트남의 수출구조 및 수출 지원정책
(1) 베트남 수출구조 분석
1) 베트남의 수출 동향 및 주요 특징
베트남의 수출입은 2000~2016년 기간 중 각각 연간 16.9%와 16.3%
씩 증가해오면서 2016년 기준으로 수출은 2000년 대비 12.2배 확대
된 1,768억 달러, 수입은 11.1배 확대된 1,742억 달러를 도달하였다
(<그림 4-1>).
한편, 2011년 이후에는 수출과 수입의 증가세는 공히 과거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입 증가 둔화가 보다 현저하여 2016년 현재 약
25억 5,000만 달러 수준의 소폭의 상품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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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베트남의 수출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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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TO Trade Database(검색일: 2017. 8.7).

<그림 4-2> 베트남 수출 물량 및 단가 변화 추이(연간 변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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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TO Trade Database(검색일: 2017. 8.7).

<그림 4-2>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2011년 이후의 수출 증가율 둔화
추세는 대부분 수출 단가의 하락에 기인하였으며, 수출 물량 측면에
서는 여전히 견고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6년 현재 베트남의 주요 수출입 품목의 구성은 <표 4-1>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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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베트남의 상위 10대 수출입 품목(2016년 기준)
단위 : 10억 달러, %

수출

수입

순위

품목명

금액 비중

순위

1

전화기 및 부분품

34.3

19.4

1

기계 및 장비

28.4

16.3

2

섬유·의류 제품

23.8

13.5

2

컴퓨터,
전자 및 부분품

27.9

16.0

3

컴퓨터,
전자 및 부분품

19.0

10.7

3

전화기 및 부분품

10.6

6.1

4

신발류

13.0

7.4

4

직물류

10.5

6.0

5

기계 및 장비

10.1

5.7

5

철강 제품

8.0

4.6

6

수산물

7.1

4.0

6

플라스틱 원료

6.3

3.6

7

목제품

7.0

3.9

7

섬유·의류·신발
원부자재

5.1

2.9

8

운송 기기

6.1

3.4

8

석유 제품

4.9

2.8

9

커피

3.4

1.9

9

기타 비철금속

4.8

2.8

10

가방 등 피혁 제품

3.2

1.8

10

플라스틱 제품

4.4

2.5

총수출

-

127

-

총수입

품목명

-

금액 비중

110.9

-

자료 : 베트남 관세청(KOTRA 내부자료 재인용).

된 바와 같다. 수출은 전화기와 부분품이 전체의 19.4%를 차지하며,
그다음은 섬유·의류 제품, 컴퓨터 전자 및 부품, 신발류 등으로 구성
된다.
한편, 수입 측면에서는 기계 및 장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컴
퓨터 전자 및 부품, 그리고 전화기와 부분품의 수입도 적지 않다. 이
와 같은 수출입 구성은 현재의 베트남의 무역구조가 국제분업구조에
기반한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의 비중이 높음을 시사한다.
2016년 기준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전체 수출의 21.8%),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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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일본 (8.3%), 한국(6.5%) 등이며, 반면, 수입 측면에서는 중
국의 비중이 28.7%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한국(18.4%), 일본(8.6%)
대만(6.1%) 등이 위치하고 있다.
<표 4-2>에는 생산요소 및 기술 집약도에 따라 분류한 산업 특성별
수출 추이가 제시되어있다.19) 베트남의 전체 수출 중 제조업이 차지
하는 비중은 2005년 49.8%에서 2016년 78.5%로 급속히 증가했는데,
이 중 고기술형 전기·전자 부품 및 부분품의 수출 확대가 현저하다.
동 제품군의 수출 비중은 10년 전인 2005년 6.5%에 불과하였으나, 이
후 연간 30%대를 초과하는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16년 현재 전체 수
<표 4-2> 산업 특성별 베트남의 제조업 수출 추이
단위 : %

연평균 증가율

총수출 대비 비중

2000 ~
2005

2005 ~
2010

2010 ~
2005 2010 2016
2016

제조업 전체

21.3

23.4

20.1 49.8 64.0 78.5

노동 및 자원 집약산업

20.3

17.5

15.6 33.3 33.5 32.7

31.9

26.7

14.3

3.5

5.1

4.7

25.8

27.5

15.7

6.5

9.8

9.6

0.7

49.0

32.8

0.0

0.1

0.3

1.0

20.6

22.7

0.5

0.6

0.8

31.1

27.8

14.8

5.9

9.1

8.5

18.7

39.6

30.7

6.5 15.5 31.6

74.3

34.9

26.3

1.5

저기술
중 전자 제품(완성품)
기술 기 전기·전자 부품·부분품
집약 술 기타
산업
고 전자 제품(완성품)
기 전기·전자 부품·부분품
술 기타

3.0

5.0

자료 : UNCTAD STAT database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검색일: 2017.9.5).

19) 동 산업 분류는 SITC Revision 3에 의거하며, 이 중 고기술 전자산업 부문은 SITC 3단위 기
준으로 751-752, 759, 761-764 및 776이 해당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UNCTAD 통계 홈페이
지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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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의 31.6% 수준에 도달하였다. 반면, 같은 전기·전자 부품 및 부분품
이더라도 중기술에 해당하는 품목의 비중은 동 기간 중 크게 증가하
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고기술 전자 제품 중 2016년 현재 완성품 수출
비중은 8.5%로서 부품 및 부분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베트
남이 국제분업구조하에 해외에서 부품과 부분품을 수입해 조립한 후
완성품을 수출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에 반하는 것이라 주목된다.
반면, 수입 측면에서는 완성품형 전자 제품의 수입 비중이 41.3%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이 전기·전자 부품 및 부분품(37.0%)인 것으로 나
타난다. 특히, 완성품형 전자 제품 수입의 경우 중기술형 제품(22.4%)
이 고기술 제품(18.9%)애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
고 있는데, 이는 경제발전 단계상 여전히 중기술형 제품의 내수가 높
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4-3> 산업 특성별 베트남의 제조업 수입 추이
단위 : %

연평균 증가율

총수출 대비 비중

2000 ~ 2005 ~ 2010 ~
2005 2010 2016
2005 2010 2016
제조업 전체

17.7

19.0

14.6 69.7 71.9 79.7

노동 및 자원 집약산업

16.8

13.7

11.6 15.9 13.1 12.4

15.8

17.9

19.9

20.7

14.0 18.8 20.9 22.4

28.0

21.1

13.6

0.4

0.4

0.5

27.4

30.0

23.9

1.1

1.7

3.1

19.4

20.0

12.9 17.3 18.7 18.9

17.7
16.2

21.3
23.6

19.4 22.6 25.8 36.5
14.9 1.5 1.8 2.0

저기술
중 전자 제품(완성품)
기술 기 전기·전자 부품·부분품
집약 술 기타
산업
고 전자 제품(완성품)
기 전기·전자 부품·부분품
술 기타

5.9 12.4 12.2

자료 : UNCTAD STAT database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검색일: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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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베트남의 교역 구조는 글로벌 가
치사슬에 입각한 현지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생산활동과 연관성이
깊다. 실제로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베트남 수출에 대한 기여도는
최근 들어서도 2013년 61.3%에서 2016년 70.2%로 지속적으로 확대
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이 실제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 상승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대한 현지의 정책적 관
심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4-3>에는 2000~2011년 기간을 대상으로 아시
아 주요국들의 총수출에 체화된 국내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제시되어
있다. 베트남의 경우 동 비중이 2000년 72.8%에서 자료가 가용한 가
장 최신 연도인 2011년에 63.7%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수
출 100달러당 국내에서 창출·체화된 부가가치 비중이 2011년 기준으
로 63.7달러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추세는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
아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비교 대상국에
<그림 4-3> 수출 체화 국내 부가가치 창출 비중 국제 비교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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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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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63.7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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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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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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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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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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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WTO TiVA database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검색일: 2017.9.5).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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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아울러, 2011년 기준으로 살펴본 국내 부가가치 창출 비중
은 일본, 인도, 중국 등에 비해서는 낮으나 한국, 대만, 싱가포르에 대
비해서는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관된 수출 체화 국내 부가가치 창출 현
황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국제분업구조가 가장 활발한 업
종 중의 하나인 전기·전자산업 부문에 국한하여 국가 간 국내 부가가
치 창출 비중을 비교한 결과가 아래 <표 4-4>에 제시되어있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 2005~2011년 기간 중 주력 수출 업종인 컴퓨
터, 전자 및 공학 장비 부문에서 체화 국내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약
1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비교 대상국 중 가장 큰 폭
의 감소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동 기간 중 국내 부가가치 비중
이 31.3%에서 45.0%로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표
4-3> 하단 부분에 제시된 기타 전기기기 및 장치 부문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표 4-4> 전기전자산업의 수출 체화 국내 부가가치 창출 비중
단위 : %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장비
2000

33.7

42.1

39.1

62.5

89.8

25.6

47.3

54.7

2005

39.5

39.7

37.4

62.4

85.2

31.3

62.0

57.9

2011

29.6

44.2

34.8

57.8

82.8

45.0

59.9

55.4

기타 전기기기 및 장치
2000

51.1

47.1

45.9

73.1

92.5

35.3

45.7

59.7

2005

41.3

44.6

46.8

67.0

89.0

43.2

58.8

51.1

2011

33.6

46.9

46.6

61.7

84.3

51.4

47.5

50.0

자료 : OECD/WTO TiVA database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검색일: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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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이와 같은 국내 부가가치 체화 비중 하락은 베트남이 동
기간 중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편입이 매우 활발했음을 방증하는 결
과라 판단된다. 국제분업구조를 적극 활용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에
도 지난 10여 년간 수출 단위당 국내 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에 있다. 기실 수출 단위당 부가가치가 낮아져도 국제분업구조를 통
한 경쟁력 확보로 전체 수출 규모가 확대된다면, 총량 측면에서의 국
내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다만, 수출 체화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낮다는 것은 한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수요탄력성이
큰 제품군들이 주력 수출 업종인 국가들의 경우 국제 경기의 양상에
따라 GDP의 변동성이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다른 조건이 동
일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상황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분업구조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국내 부가가치
창출력을 배양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2) 동태적 비교우위 변화 분석
이하에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Hidalgo et al.(2007)이 제시한
제품공간 분석 방법론을 차용하여 베트남의 현행 비교우위 구조 및
유망 수출산업군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후자의 경
우에는 베트남이 현재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이들
산업과 연계성(Export connectedness)은 높으나 비교열위 상태인 산
업군을 식별해본다.
Hausman and Klinger(2006)는 비교우위에 기반한 특정 산업으로
의 특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활동으로의 다각화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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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이 견인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수출 다각화를 해외시장에
서 어떠한 제품군이 수익을 창출하면서 판매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일종의 학습 과정으로 간주한다.
실제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
제적 이익이 시현된다. 첫째, 수출 다각화는 중장기적인 지속 성장에
중요한 요소인 기술 확산 등 다양한 긍정적인 외부 효과(externalities)
를 발생시킨다. 특히, 수직적 다각화(vertical diversification)는 거시경
제적 안정성 제고뿐만 아니라 지속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20) 수직적 다각화를 목표로 하는 수출촉진정책은 수평적 다각화
(horizontal diversification)에 초점을 두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
진화된 기술력과 일정 규모 이상의 초기 자본 투자가 필요한 반면, 상
대적으로 기술 학습 효과의 습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수출
촉진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매우 큰 수준의 동태적 외부 효
과가 기대된다.
둘째, 수출 다각화는 산업 전후방 효과를 통한 신산업의 창출 및 기
존 연관 산업의 확장을 유도한다. 특히, 수출 다각화에서 발생하는 후
방 연관 효과는 수출지향형 기업들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고, 이에
소요되는 중간재 및 자본재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후방 연관 효과를 통해 국내의 기존 자본재산업과 중간재산
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관련 산업 부문이 창출
되는 데에 중요한 자극제 역할을 하게 된다.

20) 여기에서 수직적 다각화는 기존 수출 포트폴리오에 비해 보다 고부가가치인 제품군을 확대
함을 의미하는 반면, 수평적 다각화란 생산기술 수준이 유사한 수출제품 품목들의 다양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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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맥락 아래 Hidalgo et al.(2007)은 국제교역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수출제품군 간의 구체적인 연계성을 파악한 후 특정 상품에
서 수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경우 다른 제품군의 잠재적 경쟁력 향상
에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어떠
한 상품군을 중심으로 수출 다각화를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중장기적
인 수출 경쟁력 및 경제성장의 성패가 결정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Hidalgo et al.(2007)은 1962년에서 2000년까지
의 전 세계 국가 간의 교역 물품과 교역량을 분석하여 총 775개 수출
품목 간의 근접성(proximity)을 측정하고 이로부터 제품공간(product
space)을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두 상품  와

  ) (   )
   ( ()
 간의
(  ) 근접성
은다 

음과 같이 한 제품이 비교우위를 가질 경우 다른 제품 역시 비교우위
를 갖게 될 조건부확률로 결정된다.
  min Pr    Pr    


 (  )
여기에서

  이란
동 제품에
 (  )
( 
)
특정
  국가가

   (   ) 를
비교우위

가짐을 의미하며, 이 경우 조건부확률은 두 제품을 모두 생산하는 국
가의 수 대비 양 제품에 공히 비교우위를 갖는 국가의 수로 나타난다.
Hidalgo et al.(2007)은 이와 같이 추정된 근접성 지표를 이용하여
수출 제품 간의 제품공간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4-4>에는 제품공간
의 개념도가 제시되어있는데, 그림에서 원의 크기는 전 세계 교역량
의 상대적인 규모를 나타내며, 제품 간에 연결된 선의 색깔은 근접성
의 차이를 표시한다.21)
21) 분홍색: 근접성>0.65, 파란색: 근접성>0.55, 노란색: 근접성>0.4, 하늘색: 근접성 0.4 이하
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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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공간 내 산업 분포를 살펴보면 금속, 기계, 화학 제품군 등은
서로 촘촘히 연결되어 핵심부를 형성하는 반면 곡물, 어류, 의류 등
은 네트워크의 주변부에 위치한다. 제품들이 뭉쳐있다는 것은 한 나
라가 새로이 생산할 제품을 기존의 생산품과 비슷한 것으로 선택한
다는 뜻이다. 촘촘히 연결되어있는 핵심부와 엉성하게 연결되어있는
주변부의 존재는 한 나라가 현재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느냐에 따
라 새로운 제품을 찾기 위해 들여야 할 노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을 시사한다.
<표 4-5>와 <표 4-6>에는 국제상품분류인 HS(Harmonized System)
4단위 기준으로 각각 2000년도와 2015년도의 베트남 상위 10대 수출
품목들이 제시되어있다. 가령, 2000년도의 경우 최대 수출품은 석유
<그림 4-4> 제품공간(Product Space)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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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2000년 기준 상위 10대 수출상품(HS 1996 4단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HS
코드
1
2
3
4
5
6
7
8
9
10

2709
6403
0306
6404
1006
6402
0901
6201
0307
6203

제품명

수출 수출액 RCA RCA
액 비중 (2000) (2015)

석유 제품
3,464
신발류(가죽 외피)
986
새우 등 갑각류 어류
770
신발류(천 소재 외피)
691
쌀
664
신발류(고무/플라스틱 외피)
589
커피
569
남성·남아용 코트
349
굴 등 연체동물 어류
329
남성·남아용 양복, 재킷 및 바지 294

22.0
6.1
4.8
4.3
4.1
3.7
3.5
2.2
2.0
1.8

3.56
14.4
21.6
43.1
39.7
22.5
21.8
21.3
23.8
4.52

0.42
4.41
6.52
17.1
8.84
8.51
7.33
9.96
3.09
4.62

연평균
증가율
(2000~2015)
0.3
12.0
5.5
14.4
8.7
11.6
9.9
9.5
1.0
14.1

자료 : 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검색일: 2017.9.6).

<표 4-6> 2015년 기준 상위 10대 수출상품(HS 2007 4단위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HS
코드
1
2
3
4
5
6
7
8
9
10

8517
8542
6403
6404
8471
9403
2709
6402
8544
8443

제품명
유·무선 전화기 및 통신기기
전자 직접회로
신발류 (가죽 외피)
신발류 (천소재 외피)
자동 자료처리 기기
그 밖의 가구 및 부분품
석유 제품
신발류 (고무/플라스틱 외피)
절연전선 및 케이블
프린터 및 팩스 기기

수출 수출액 RCA RCA
액
비중 (2000) (2015)
34,721
9,993
6,133
5,915
4,961
4,027
3,707
3,397
3,086
3,082

자료 : 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필자 작성.

19.0
5.4
3.3
3.2
2.7
2.2
2.0
1.8
1.7
1.7

0.24
0.02
14.4
43.1
0.00
3.03
3.56
22.5
1.57
0.06

5.77
1.93
14.1
17.1
1.34
4.41
0.42
8.51
2.38
2.72

연평균
증가율
(2000~2015)
50.2
54.5
12.0
14.4
64.7
18.4
0.3
11.6
20.4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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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으로서 전체 수출의 약 22.0%를 차지했으며, 당시의 현시 비교우
위지수는 3.56이었다. 이 외에도 베트남의 당시 주력 수출 상품으로
는 신발류, 섬유·의류, 그리고 농림어업 제품 등이 있었다. 반면, 2005
년도 기준 베트남의 상위 10대 수출품의 구성을 살펴보면, 신발류 상
품이 여전히 상위 수출 품목에 포함되어있는 가운데, 유·무선 전화기
및 통신기기, 전자 직접회로, 자동 자료처리 기기 등이 최상위 수출 품
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그림 4-5>는 2000년도와 2015년도의 베트남 비교우위 수출
상품을 제품공간에 표시한 것이다.
2000년도 그림의 왼쪽 부분에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당시 주
력 비교우위 제품군인 섬유·의류, 신발류 산업이며, 하단 부분에 노란
색으로 연결된 부문은 주로 어업 수출품이다. 이를 2015년의 그림과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하늘색으로 표시된 전자 제품들이 제
품공간에서 비약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Hausman and
Klinger(2006)나 Hidalgo et al.(2007)의 해석에 따르면, 이와 같은 동
태적 비교우위의 전환이 가능한 것은 2000년도에 이미 전자산업 내
에 미약하나마 소수의 비교우위 부문들이 존재했으며, 이들 상품들
과 연계성이 높은 제품들이 2015년에 비교우위 상품으로 부상한 데
기인한다.
만약 이와 같은 분석 논리가 타당하다면, 이를 확장하여 베트남 현
재의 비교우위 산업군들과 타 연관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파악하면 향
후 베트남의 유망 수출산업군을 예측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4단위 기준으로 총 1,137
개 개별 수출상품 간의 근접성지수를 추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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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공간에 표시한 것이다.
제품공간에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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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제품공간으로
살펴본 살펴본
비교우위
수출 부문의
변화:변화:
2000년
대 2015년
[그림
4-5]
Product Space로
비교우위
수출부문의
2000년
vs 2015년
[그림 4-5] Product Space로 살펴본 비교우위 수출부문의 변화: 2000년 vs 2015년
A. 2000년 1996
(HS 1996
A. 2000년(HS
기준)기준)
A. 2000년 (HS 1996 기준)

B. 2015년 (HS 2007 기준)
B. 2015년(HS
2007 기준)
B. 2015년 (HS 2007 기준)

주: 비교우위 수출부문은 제품공간 상에 작은 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원의 색깔은 개별 산업을, 원
주: 비교우위
수출부문은
제품공간
상에 작은 원으로 나타나 있으며, 원의 색깔은 개별 산업을, 원
의 크기는
수출규모를
각각 표시함.
크기는 수출규모를 각각 표시함.
자료: 의
http://atlas.media.mit.edu/en/resources/about/
(검색일: 2017. 8.7)

자료 : http://atlas.media.mit.edu/en/resources/about/ (검색일: 2017. 8.7).
주 : 비교우위 수출 부문은 제품공간상에 작은 원으로 나타나있으며, 원의 색깔은 개별
산업을, 원의 크기는 수출 규모를 각각 표시함.

자료: http://atlas.media.mit.edu/en/resources/about/ (검색일: 2017.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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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유망 수출산업군들을 식별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총 1,138개 HS 4 단위 상품 중 베
트남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품목 수는 총 246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HS 2단위 기준으로 메리야스 의류(HS 61)가 15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
으로 의류 및 부속품(HS 62, 14개), 목재품(HS 44, 13개), 전기기기 및
부분품(HS 85, 10개) 등의 순이다.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베트남의 향후 유망 수출 품목
을 전망한다. 우선, 제품 간 근접성지수가 최소 0.55 이상인 제품군을
대상으로 현재 비교열위 상황인 품목들을 식별한다. 그다음으로 이
들 제품 중 현행 비교우위 품목과의 높은 근접성이 반복적으로 나타
나는 품목을 다시 파악하여 향후 유망 수출 상품군으로 정의한다. 이
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된 주요 상품군들 중 기존 상품 3개 이상과 근
접성이 높은 것으로 고찰되는 품목을 정리해보면 <표 4-7>에 제시된
바와 같다.
예를 들어, 기타 철강 구조물(HS 7308)의 경우 현재 비교우위지
수 0.47인 비교열위 품목이고 총수출 대비 비중도 0.1% 미만이다. 그
러나 동 품목은 현재 베트남이 비교우위를 지니는 기타 가구/부분품
(HS 9403), 시멘트 제품(HS 6810) 등 총 5개의 제품들과 상품 연계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비교우위 품목으로 전환될 잠재성이 높
다고 판단된다. 이와 유사하게 가공 과실류(HS 0811), 기타 채소류
(HS 2005), 가공 목재, 기타 철강 제품(HS 7326) 등도 기존 비교우위
상품들과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알루미늄 제품
(HS 7602, 7604 및 7616), 플라스틱 제품(HS 3922, 3925), 보일러 제
품(HS 8414, 8480) 등 HS 4단위 기준 15개 품목들도 적어도 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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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수출 유망 상품군 예시: 상품공간 분석 결과
단위 : %

수출 유망 품목군 (현재 비교열위)
HS
번호

제품명

7308

기타 철강
구조물

811

가공 과일/
견과류

2005 기타 채소류

4409

가공 목재

7326 기타 철강 제품

6115 스타킹/타이즈
6117 의류 부속품
7314

철강 엔드리스
밴드

8503 전동기 부분품

연계성 높은 현재 비교우위 품목

비교
제품
수출
HS
우위
복잡성
제품명
비중
번호
지수
순위
9403 기타 가구/부분품
6810 시멘트 제품
9406 조립식 건물
0.47 0.1 428
7610 알루미늄 구조물
4418 건축용 목공품
2522 석회류
8544 절연케이블
810 기타 생과일
0.92 0.0 839
409 꿀
2001 보존 처리 채소
810 기타 생과일
2008 보존 처리 과일/견과
0.31 0.0 956
409 꿀
2001 보존 처리 채소
4401 땔감용 목재
4407 제재목
0.66 0.0 1054
4418 건축용 목공품
4408 베니어용 단판
9403 기타 가구/부분품
3926 기타 플라스틱 제품
0.47 0.1 337
9406 조립식 건물
7610 알루미늄 구조물
6108 여성용 팬티 (메리야스)
0.71 0.1 970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
6208 여성용 파자마
6105 남성용 셔츠
0.48 0.0 1176 6108 여성용 팬티 (메리야스)
6208 여성용 팬티 (메리야스)
6810 시멘트 제품
0.23 0.0 611 9406 조립식 건물
4820 종이 장부
9401 의자류
0.19 0.0 327 4016 가황고무
4418 건축용 목공품

자료 : 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필자 추정(검색일: 2017.8.8).

비교
우위
지수
4.56
2.03
1.94
1.24
1.07
6.63
2.59
4.97
4.43
1.48
4.97
1.17
4.43
1.48
16.97
1.14
1.07
1.82
4.56
1.11
1.94
1.24
2.77
4.45
2.43
6.46
2.77
2.43
2.03
1.94
2.35
1.84
1.26
1.07

근접성
지수
0.649
0.568
0.625
0.703
0.632
0.579
0.568
0.568
0.553
0.611
0.605
0.564
0.579
0.553
0.568
0.553
0.658
0.595
0.568
0.622
0.575
0.595
0.560
0.577
0.552
0.571
0.560
0.552
0.556
0.550
0.564
0.567
0.600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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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존 비교우위 상품들과 높은 연계성을 지니고 있어 주목할 만하
다(< 표 4-7>).
분석 결과 중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사항은 베트남의 수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 제품들의 경우 근접성이 높은 타
제품군들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혹은 이미 상당수가 비교우위 품목으
로 전환되어있다는 점이다. 가령, HS 4단위 기준으로 베트남의 최대
수출 품목인 유·무선 전화기 및 통신기기의 경우 근접성지수가 0.5 이
상 되는 연관 산업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제품공간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가 대베트남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할 때에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다만, 근접성지수의 추정이 전 세계 국가들의 비교우위
상황만을 고려한 단선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한계점을 고려하여, 베트
남 고유의 생산요소 부존도, 기술 수준, 기타 시장 여건 등을 다면적
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지원 제품군의 선정 및 지원전략을 수립해
야 할 것이다.
2) 베트남 수출 지원정책
베트남 정부의 수출산업 지원정책의 기본 기조는 “2035년을 목표
로 한 2025년까지의 산업발전전략(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by 2025, Vision to 2035)”과 지난 2011년 수립된 “2030년을 목표로
한 2011~2020년 기간 중 수출입전략 (the Strategy on Exports and
Imports for 2011~2020, with Visions to 2030)”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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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2035년 산업발전전략 내 시기별 전략 산업
전략 부문

전략 영역(~2025년)

전략 영역(2025년 이후)

가공 및
제조산업

농업 기계 장비
자동차 및 기계 부품/부분품
철강 생산
석유화학
플라스틱 고무
농어업 가공품
목재 가공품
의류 봉제 생산 소재

선박
비철금속 및 신소재
제약
패션의류, 고품질 신발류

전자 및 통신

통신 장비
전자 부품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의료 전자 기기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력 및 바이오매스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자료 : 베트남 2035 산업발전전략.

우선, 전자의 경우 2025년까지 “베트남의 산업발전을 환경친화적
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선진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부문, 그리고 높은
품질과 가치, 경쟁력을 지녀 선진국 시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
품을 개발하며, 글로벌 가치사슬에 통합화를 가속한다”는 목표를 설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 방향으로서 ① 양적 투
입 중심에서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성장 모형으로의 전환, ② 고부가
가치 전략 산업 개발, ③ 산업입지의 균형적 재배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30년을 목표로 한 2011~2020년 기간 중 수출입전략”(표
4-9>)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수출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을 지속가능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수출의 규모 및 범위뿐만 아니라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력도 동시 배양하고, 수출구조 내에서 고부가가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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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베트남 정부의 산업별 수출 지원전략 방향 및 목표치
단위 : %

산업

지원전략 방향

원유 채취 및
가공형 제품 기술투자 및 수출 확대
광업
농림어업

생산량, 품질 및 부가가치 확대 노력
가공형 및 신기술 체화형 제품 위주 수출구조

고기술 및 고지능 제품 개발
가공 및
연관 산업 육성
제조업 제품 국내 부가가치 창출력 제고
해외 중간재 의존도 축소
기타

현재 수익성은 낮으나 잠재력이 높은 제품군
선별 후 제품개발 및 수출 지원

산업구성
2010년

2020년

11.2

4.4

21.2

13.5

40.1

62.9

12.0

19.2

자료 : 베트남 2030 수출입전략.

품, 고가공 제품, 고기술제품, 환경친화 제품 등의 비중을 높여 산업화
및 현대화를 유인하는 것으로 제시되어있다.
그 외 베트남 정부의 수출시장 개척 전략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2020년까지 수출 비중을 지역별로 아시아 46%, 유럽 20%, 미주 25%,
오세아니아 4%, 아프리카 5%로 전환하고, 기존 수출시장에서의 점유
률 확대 및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
다. 아울러, 국제 및 지역 기구에서의 역할 및 권한 제고, 수출시장 개
척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 촉진 및 주요 수출시장 내 무역촉진 기관과
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정책적 관심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베트남 통상산업부는 금년 수출 목표를 2016년 대비 6.9% 증
가한 1,880억 달러로 설정하고, 이의 일환으로서 수출 지원정책을 재
정비하고 수출 브랜드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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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된 공공기관 간의 효과적인 협업 체제 강화에도 역점을 둘 계획
이다.
현재 베트남의 수출 지원 제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베
트남 정부는 1998년 과채류 수출에 대한 금리우대, 수출장려금 및 기
타 지원, 쌀, 돈육 및 커피 수출업자에 대한 손실 보조 등의 제도를 도
입한 바 있으나, WTO 가입 이후 이와 같은 농업 수출 직접 보조금 제
도는 사라지고 보다 일반적인 무역촉진제도로 전환하였다. 수출 금
융 지원 측면에서는 2006년 5월 총리령 No. 108/2006/QD-TTg에 의
해 설립된 베트남개발은행(VDB, Viet Nam Development Bank)이 수
출신용, 투자신용보증, 수출프로젝트 이행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2005년 총리령 No. 279/2005/QD-TTg에 의거하
여 국가무역촉진프로그램(National Trade Promotion Programme)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프로그램은 당초 2006~2010년 기간을 대상으
로 중앙정부의 무역촉진 활동 지원 체계를 제시하였다. 주요 지원 내
용으로는 수출 기회 발굴, 제품 품질 제고 등에 대한 국내외 전문 컨
설턴트 지원, 국내외 무역 전시회 개최 및 참가 보조, 해외시장 조사,
수출지원센터의 설립 등 전시회 가설물 설치 및 장식 비용은 100% 보
조, 컨설턴트 고용이나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의 경우 50% 보조 등으
로 다양하다.
수출 지원의 재원은 1999년에 시작된 수출촉진기금(Export Promotion
Fund)에서 충당하다가 2008년 동 기금을 폐지함에 따라 이후 수출 물
량 할당이나 원산지 증명에서 충당된 재원을 활용 중이다. 2017년에
도 국가무역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약 410만 달러 수준의 재원 지원으
로 총 199개 수출 지원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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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공여국의 수출산업 지원사업 현황과 시사점
(1)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수출산업 지원 현황
통상적으로 무역 촉진에 관련된 국제 간 원조 규모는 소위 “무역관
련 원조(Aid for Trade)”의 분류 체계를 준용한다. 무역 관련 원조는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개
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이 자유무역
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역
관련 원조는 크게 ① 무역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② 생산 역량 배양
지원, ③ 기타 무역정책 및 규제 관련 지원 등으로 분류된다.
2015년 현재 베트남에 제공되는 전 세계 ODA 중 무역 관련 원조의
규모는 22.2억 달러 수준으로서 <표 4-10>에서도 보듯이 전체 ODA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0%이다. 무역 관련 원조 중 약 85.7%가 경
제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다. 경제 인프라 구축 지원의 약 70%는
도로, 철도, 수상 등 운송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며, 나머지의 대부분은
에너지 부문 인프라 개발에 지원되고 있다. 또한, 생산 역량 배양 지
원의 57.4% 정도는 농업(42.4%)을 중심으로 1차산업 역량 강화에 투
입되며, 그 외로 금융 서비스에 25.5%, 그리고 제조업 생산 역량 강화
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8.1%만이 지원되는 구조이다.
한편, 공여국 혹은 공여기관 기준으로는 일본이 전 세계 대베트남
무역 관련 원조의 절반가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 세계은행, 아
시아개발은행 등도 4~9억 달러 수준의 무역 관련 원조를 베트남에 공
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무역 관련 원조는 2015년 약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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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베트남의 무역 관련 원조 수혜 현황(집행액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전 세계

일본

경제 인프라 1,902.4 1,061.1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

세계 아시아
은행 개발은행

1.4

68.8

76.1

121.3

369.1

128.8

생산 역량
배양

302.4

30.7

0.9

7.4

10.7

14.2

92.4

97.7

무역정책
및 규제

16.1

2.5

6.6

0.0

0.0

0.5

0.0

0.0

AFT 총계 2,221.0 1,094.3

8.9

76.2

86.8

136.0

461.5

226.5

ODA 총액 3,893.9 1,418.9

88.7

156.3

160.7

225.9

908.5

440.4

AFT 비중

10.0

48.8

54.0

60.2

50.8

51.4

57.0

77.1

자료 : OECD Aid database (검색일: 2017.8.15).

달러이다. 전체 ODA에서 무역 관련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공여국
혹은 공여기관별로 상이한데, 일본이 전체 ODA의 약 77.1%를 무역
관련 원조로 베트남에 제공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비교 대상국 중 그
다음이 우리나라(60.2%)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대베트남 ODA 규모
도 다른 비교 대상국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무역 관련 원조의 비중
은 더욱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베트남은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최대의 ODA 지원 대상국으로서
ODA 총지원 규모는 약정액과 실집행액 기준으로 각각 4.3억 달러와
2.3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ODA 지원(집행액
기준)은 2008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해왔으며, 2015년 현재 대개
도국 ODA 지원 총액의 14.0%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4-6>).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무역 관련 원조 지원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역 관련 원조의 대부분이 경제 인프라 부문, 특히,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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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우리나라 10대 ODA 지원 대상국(2015년 기준)
(%)
0

100

200

300

400

500
426.19

베트남
225.93
방글라데시
라오스
필리핀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모잠비크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총약정액

총집행액

자료 : OECD Aid database(검색일: 2017.8.16).

건설 지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 기준 도로 건설 지원은
전체 ODA 지출의 51.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 내용은 일
본 등 여타 주요 공여국과 비교적 유사한 구조라 판단된다.

(2) 주요 지원 사례 분석
이하에서는 수출 지원에 관련된 주요 공여국의 대베트남 지원 사
례들을 간략히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금번 연
구에서는 OECD/WTO의 무역 관련 원조 사례들에 대한 분석에 초
점을 두기로 한다. OECD와 WTO는 2010년, 2015년, 2017년 등 현
재까지 세 차례 무역 관련 원조 지원 성공 사례를 수집·공표해왔다.
특히, 2015년 사례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장 구현을 위한 무역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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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에 초점을 둔 반면, 2017년 연구에서는 무역 부문에서의 포용성
(inclusiveness)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 중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3건의 지원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수출 증진을 위한 지적재산권 활용 확대 지원(스위스)
동 프로젝트는 지적재산권 활용 촉진을 통한 공급 측 생산 및 무역
역량 배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수출기업이나 전문가
중 자체적으로 보유한 제품 생산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난다.
동 프로젝트는 베트남의 WTO 가입을 전후로 하여 총 2단계로 진행
되었다. 2001~2006년까지의 제1단계에서는 총 180만 스위스 프랑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적재산권 대상물에 대한 비차별적 보호, 지적재
산권 행정 및 이행 시스템의 확충 등 주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TRIPS, Agreement on Trade-real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부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
반면, 2007~2010년 기간 중의 2단계 사업에서는 총 100만 스위스 프
랑의 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대학 내 지적재산권 제도의 사용 촉진,
민간기업들의 지리적 표기 강화, 베트남 전통 지식(TK, Traditional
knowledge) 보호 등 실질적인 지적재산권 활용 강화 지원사업을 추
진하였다.
동 프로젝트의 경우 ① 시기 및 프로젝트 내용의 적절성, ② 투명
성, ③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상의 유연성, ④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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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협력 체제 구축·유지, ⑤ 현지 관계 기관의 높은 주인 의식
등이 사업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베트남은 당시 WTO 가
입 등 국제사회로의 통합을 중점 추진하는 시기였으며, 이에 따라 자
체적인 지적재산권 관련 법적 체제 구축 및 발전 전략에 부응하는 시
행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동 프로젝트에 대한 현지
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유인하였다. 또한 동 프로젝트가 스위스와 직
결되는 여하한 상업적 이해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점에서도 투명한 사
업 관리 및 추진이 가능했다.
동 프로젝트의 성공에 힘입어 스위스 정부는 베트남의 지적재산
권 개선 성공 사례를 라오스에 적용하는 스위스·베트남·라오스 간 삼
각협력(triangle cooperation)으로 발전시킨 바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아제르바이젠, 가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과 시행하였다.
2) 다자간 무역지원 프로젝트 Ⅲ(EU-Vietnam MUTRAP III)
EU의 대베트남 무역지원 프로젝트(MUTRAP, Multilateral Trade Policy
Assistance Programme: 이하에서는 MUTRAP으로 지칭)는 베트남의
WTO 가입 지원을 목표로 2001년에 시작되었다. 2001~2004년 기간
중의 MUTRAP I에서는 베트남 공무원들의 국제무역 이슈에 대한 역
량 강화 및 WTO 규범의 이해도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 프로젝트 총
예산은 14만 5,000달러로서 비교적 소규모로 시작되었다. 한편, 2005
년에 개시된 MUTRAP II의 경우에는 WTO 가입 지원 및 양허 요건 충
족 방안 마련 지원, 그리고 민간기업들의 WTO 요건에 대한 이해도
확충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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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2012년 6월 기간 중 진행된 MUTRAP III의 총예산은
1,070만 유로로 대폭 확대되었고 이 중 70만 유로를 베트남 정부가 분
담하였다. 동 사업은 무역 및 경쟁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는 베
트남 산업통상부의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WTO 양
허 요건 충족 및 협상 기법, 다자간 무역협상, 지역통합 및 자유무역협
정 협상 및 이행, 국내시장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등에 초점을 두
어 진행되었다.
EU-Vietnam MUTRAP III는 역량 배양 및 훈련, IT 및 시스템 지원
등 제도적 기반 확충, 정책 연구, 워크숍, 콘퍼런스, 무역 관련 교육 교
과과정 개발 등으로 구성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WTO 양허안
이행 및 조정, 다자간 무역협상 참여 등에 관련된 역량 배양 지원, ②
산업통상부와 관련 정책 이해 당사자(정부 부처, 민간 기관, 대학, 연
구기관 등) 간의 상호 소통 및 조정 능력 배양과 이를 통한 일관성 및
효과성 높은 무역정책의 수립, ③ AFTA, ASEAN 플러스, 기타 EU 회
원국을 포함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등 제반 무역협상의 이행 및 조
정 관련 역량 배양, ④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 전략 수립, ⑤ 국내시장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증진 방안 마련 등이 추진되었다. 동 프로젝
트는 2012년 9월에서 2018년 1월 기간으로 재차 갱신·시행되고 있으
며, 신규 프로젝트의 총예산은 1,650만 유로로 이 중 1,500만 유로를
EU 측에서 분담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가 주요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요인으로는 효과적인 이
행 특히, 국가 경제발전전략과의 긴밀한 연계성, 수혜국 정부의 강한
주인 의식, 통상 여건 변화에 부응한 프로젝트 내용 및 운영상의 유연
성, 다양한 이행 당사자의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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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촉진 프로젝트 지원사업(미국)
미국의 USAID(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진행한 무역촉진 프로젝트 지원사업(STAR I, The
Support for Trade Acceleration Project I: 이하에서는 STAR I로 지칭)
은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이행요건이 어떤 방식으로 개도국의 법적·
제도적 기반 개선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흥미로
운 사례이다. 동 프로젝트는 미국과 베트남 간의 쌍무무역협정 협상
이 완료된 다음 해인 2001년에 USAID의 기술 지원사업 일환으로 시
작되었다.
동 시기 베트남은 아시아 외환 위기 여파로 수출 및 외국인 직접투
자 유치가 둔화되었고 특히 미국과의 교역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
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추진된 미·베트남 쌍무무역협정에서는 전
통적인 관세 및 국경조치 감축뿐만 아니라 교역재 및 서비스 부문의
개혁,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자 보호, 무역 원활화,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한 이행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무역협정상의 규정 중 약
65% 정도가 WTO 이행 요건과 일치함으로써 사실상 베트남의 WTO
가입 및 국제경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에 무역협정 이행 요건 이행
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USAID, 주베트남 미
국대사관, 미국무역대표부가 공동으로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
여 시작되었다.
2001년 12월에서 2007년 2월까지 시행된 STAR I에서는 사실상 국
제 통상에 관련된 거의 모든 법적 제도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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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으며, 그 결과 약 100개에 육박하는 새로운 무역 관련 법령 및 규
제 제도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동 프로젝트 기간 중 무역협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관련 신규 법령 시행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총 2만
여 명에 달하는 베트남 공공 및 민간 부문 인력을 대상으로 총 290회
의 세미나 및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와 같이 STAR I에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어 지
원한 결과, 투자 및 경영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제도적 역량 강화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2000~2006년 기간 중 베
트남의 대미 수출이 1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빠르게 확대된 점도
동 지원프로그램의 주요 성과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같은 시기
미국의 대베트남 수출 역시 약 4억 달러에서 11억 달러 수준으로 향
상되었다.
한편, USAID는 2006년 9월 STAR II 프로젝트를 약 4년 기간을 대
상으로 신규 개시하였다. STAR II는 기존의 법적 제도 개선 지원과 더
불어 WTO 가입 이후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
제무역 관련 주요 기관의 역량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포함한
바 있다.
4) 지원 사례 연구의 주요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대베트남 지원 사례의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추진 당시 베트남의
정책 수요가 큰 영역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들로서 현지의 관심 및 적
극적인 참여가 자연스럽게 유도된 점을 들 수 있다. 프로젝트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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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들이 공히 베트남은 당시 WTO 가입 등 국제사회로의 통합을 중
점 추진하는 시기였으며, 이에 따라 자체적인 법적 기반 및 대응 정책
의 마련이 절실하였다.
둘째, EU의 MUTRAP III이나 미국의 STAR I의 경우 스위스의 지적
재산권 지원사업과 달리 공여국과 수혜국의 직접적인 상업적 이익 창
출을 전제로 추진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STAR I의 경우
미국과 베트남 간의 쌍무무역협정의 요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둠으로써 무역정책과 국제개발협력정책 간의 조화 및
시너지를 창출한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다.
셋째, 이들 사업이 공히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후속
사업으로 연계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스위스의
지적재산권 활용 지원 프로젝트는 그간의 성과에 힘입어 스위스·베트
남·라오스 간 삼각협력으로 발전되었으며, EU MUTRAP의 경우에는
2001년 WTO 가입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EU
와 베트남 간의 무역 분야 핵심 협력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 한국의 베트남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ODA 추진전략
본 소절에서는 효과성 높은 대베트남 수출산업 육성 ODA 지원전
략의 구상을 위해 김세원·이시욱·최석준(2015)에서 제시한 프레임워
크를 차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그림 4-7>). 동 방법론에서는 지원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과정을 ① 수출 제약 요인 진단, ② 지원전략
설계, ③ 제도화 및 사업 실행, ④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총 4단계로 구
분하고 있으며, 각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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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수출산업 육성 ODA 지원전략의 프레임워크
1단계

2단계

수출 제약 요인 진단
·시장 기반/여건
·무역 비용
·생산 비용
·기타 요인



3단계

4단계

지원전략 설계

제도화 및 사업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

·제약 요인 제거 초점
·모니터링/평가 절차 마련
·SDGs와의 조화
·여타 ODA 사업과의 조화
·WTO 국제 규범과의 합치

·협력국 정책 간 조화
·금융 및 기술협력 간 조화
·공여국 간의 조화
·국내 무역정책과의 연계

·계획과 집행의 일관성
·목적 달성 여부 평가
·효과성 및 적절성 평가





피드백 메커니즘

자료 : 김세원·이시욱·최석준(2015)에서 인용.

(1) 베트남의 수출 제약 요인 분석
프레임워크의 제1단계는 개도국의 수출산업화 제약 요인을 성장진
단 분석(Growth Diagnostics)을 도입하여 식별하는 과정이다. <그림
4-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특정 국가가 수출산업화에 부진한 요인은 크
게 ① 제반 무역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② 수출품의 생산 비용이
높은 경우, ③ 수출산업화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전반적인 시
장 기반 및 여건이 취약한 경우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도 시장 개방의 부진, 무역 금융이나 인프라 부족, 통관절차의
비효율성, 금융시장의 미성숙, 인적자본 취약 등 개별국의 시장 여건
에 따라 보다 미시적인 장애 요인들을 식별해볼 수 있다.
1) 베트남의 통상정책 및 무역 비용
베트남의 통상 제도 및 여건 현황을 효과적으로 살펴보고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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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주요한 참고자료로는 세계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통상법에 근거
하여 발간하는 국별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WTO가 지난 2013년 작성한 베트남 대상
무역정책평가 보고서(Trade Policy Review)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상의 문헌들을 참고자료로 하여 베트남의 통상정책과 여건을 살
펴보고자 한다.
우선, 베트남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부터 부족한 자본과 산업기반
을 극복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대외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
다. 1995년 ASEAN의 7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으며, 1998년
에는 APEC 가입, 2007년 1월에는 150번째 WTO 가입국 지위를 획
<그림 4-8> 수출산업화 부진의 성장진단
수출산업화 부진

높은 국경 간 무역 비용

높은 생산 비용

시장 기반/여건 취약

시장 개방화 부진

금융 제약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무역 금융 부족

요소비용 과다

환율제도 불안정성

무역 인프라 미비

생산 인프라 부족

인적자본 취약

통관절차의 비효율

세제상의 문제

무역 역량 미흡

지정학적 불리성

규제 장벽

사유재산 보장 미흡

해외시장 정보 부족

기술력 부족

지대 추구 행위 만연

자료 : 김세원·이시욱·최석준(2015)에서 인용.

제4장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수출산업 육성 지원전략

149

득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지역 무역협정 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2017년 현재 ASEAN 차원에서 체결한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 이외에도 아시아경제공동체(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아관세동맹, 한국, 일본, 칠레 등과의 개별 FTA
도 발효 중이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시장 개방 정책의 추진 결과, 동
아시아 진출을 목표로 베트남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시장 개방 측
면은 베트남에게 수출산업화의 기회 요인이지 제약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둘째, 세계은행이 베트남의 996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 결
과22)에 따르면, 금융 접근 제약성이 경영 환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
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설문 기업 중 약 22%가 금융 접근 제약을
가장 심각한 장애 요인이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지하경제의 만
연 및 이에 따른 불공정 관행(17%), 전문인력 부족(11%), 교통 인프라
(10%)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활동에서 금융 접
근성 제약은 거의 대부분 개도국들이 직면한 당면 과제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 접근 제약성을 대변하는 지표 중 하나가 이자율
및 국내 저축률 수준이다. 실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명목 이
자율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일견 금융 제약성이 높은 것처럼 보
일 수 있으나, 이는 주로 경제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기인
한 바가 크게 실제 실질 이자율 측면에서 여타 비교 대상국에 비해 그
리 높지 않다. 아울러, 국내 저축률 수준 역시 주변국에 비해 낮지 않

22) World Bank(2016), Enterprise Survey-Vietna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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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베트남은 공공 부문의 투자 비중이 높아 자금 접근성에서 공
공 부문이 민간 부문을 일부 구축하고 있을 가능성은 상존한다.
한편, 금융 접근 제약성 문제를 무역 금융으로 한정하여 살펴볼 경
우 수출기업들이 일반 기업들에 비해 금융 접근성 문제를 보다 심각
히 받아들이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림 4-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베트
남 수출기업들은 무역 금융의 접근성 문제보다는 오히려 해외시장 및
수요처에 대한 정보 부족, 해외 표준 및 기술 규정에 대한 이해와 조
화, 품질, 수량 등에 대한 구매자의 수요 충족 등을 보다 중요한 수출
애로 요인으로 들고 있다.
셋째, 최근 베트남은 다양한 정책 조치를 통해 통관시스템의 자동
화 및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통관
에 관련된 장애 요인들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표 4-11>에서
<그림 4-9> 베트남 기업들의 핵심 수출 애로 요인
0

10

5

15

잠재적 시장 및 수요처 발굴

16.5

해외 표준 및 기술 규정

13.6

구매자의 품질/수량 요건 충족

12.0

무역 금융 접근성

11.2

저렴한 수입 중간재 구매

9.5

생산기술

9.2

국내 운송 비용

6.8

원산지 규정

6.3

해외 통관절차

5.6

관세장벽

5.1
2.8

국제 운송 비용
통관 과정에서의 부패

자료 : World Bank(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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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통관시스템 효율성 국가 비교
베트남 태국
수출

중국

필리핀

필요 서류 (개수)

5

5

4

8

6

소요 시간(일)

21

14

17

21

15

610

595

572

823

755

8

5

8

5

7

21

13

26

24

15

600

760

647

800

915

소요 비용(달러/컨테이너)
필요 서류 (개수)
수입

인도네시아

소요 시간(일)
소요 비용(달러/컨테이너)

자료 : World Bank(2015), Doing Business.

는 2014년 기준으로 베트남과 주변국들의 통관시스템 효율성을 비교
하고 있다. 표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수출 통관에 소요되
는 시간은 여타 비교 대상국에 비해 다소 높은 상황이나 소요 비용은
중간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통상정책과 관련 시장 여건 측면에서 보면, 베트남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수출 장애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지
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4-10>에서는 시장 접근성, 통관상의
투명성, 사회간접자본의 수준, 개방성 등의 측면에서 전 세계 136개국
대비 베트남의 통상 여건을 비교하고 있다. 그림에서 제시된 바와 같
이 베트남은 전 영역에서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수
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그림 4-10>에도 제시되어있듯이 적어도 통상 영역에서는 국
내 민간기업들에게 해외시장 및 수요처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가 수
출기업화에 가장 심각한 도전 요인으로 보인다.
이는 저자들이 선행 연구인 이시욱·최석준·최용석(2016)에서 제기
한 바와 같이 개도국 내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에 가장 큰 수출

152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분야별 산업 ODA 전략

<그림 4-10> 주요 지표별 베트남의 통상 환경 평가

자료 : the World Economic Forum(2016), Enabling Trade Index.

<표 4-12> 중소기업 주요 수출 제약 요인
수출 장벽
시장분석을 위한 정보 부족
해외 소비자 연락 능력 부족
해외 사업 기회 파악
영향력 매우 경쟁사 가격에 맞추는 것의 어려움
높은 편 운송/보험비의 과다
다른 해외 소비자 습관/태도
해외 경제 여건의 악화나 열악
해외시장에서의 정치적 불안정성

내부적 장벽 (정보)
내부적 장벽 (정보)
내부적 장벽 (정보)
내부적 장벽 (마케팅/가격)
내부적 장벽 (마케팅/운송)
외부적 장벽 (과업)
외부적 장벽 (환경)
외부적 장벽 (환경)

소비자에게 만족할 만한 가격 제공
수출 유통 채널에 대한 접근성
신뢰할 만한 해외 대리인 확보
해외 소비자에 대한 거래 신용 부여
생소한 수출 절차 및 규제
외화 환전 리스크
국외의 엄격한 규칙과 규정

내부적 장벽 (마케팅/가격)
내부적 장벽 (마케팅/유통)
내부적 장벽 (마케팅/유통)
내부적 장벽 (마케팅/가격)
외부적 장벽 (절차, 정부)
외부적 장벽 (환경)
외부적 장벽 (환경)

영향력
높은 편

자료 : 이시욱· 최석준·최용석(2016)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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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요인들이 통상 환경이나 인프라 수준보다는 오히려 정보, 가격
및 운송 등에 관련된 내부적 장벽, 정보 부족 문제라는 점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2) 베트남의 기업 환경
<그림 4-8>에서는 기업의 생산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금융 접
근성, 생산요소 비용, 인프라, 세제, 규제, 기술력 등을 들고 있다. 이
같은 요인들은 단순히 수출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
의 생산활동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표 4-13>에는
세계은행이 제시한 분야별 베트남과 주요 주변국들의 기업 환경 평가
비교 결과가 포함되어있다. 동 표에 의하면, 베트남은 금융 접근성 면
에서는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양호한 환경인 것으로 평가되
<표 4-13> 기업 환경 비교(집행액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베트남

중국

인도네
시아

라오스

말레이
시아

필리핀

121

127

151

160

112

171

78

전력 접근성

96

97

49

155

8

22

37

사유재산 보호

59

42

118

65

40

112

68

금융 접근성

32

62

62

75

20

118

82

투자자 보호

87

123

70

165

3

137

27

167

131

104

146

61

115

109

93

96

108

120

60

95

56

창업 여건

세제
무역 환경

자료 : World Bank(2015), Doing Business.
주 : 개별 수치는 전 세계 190개 대비 순위임.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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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유재산 보호 정도도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조
세 수준 자체는 높지 않으나 세제의 투명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노동비용이 최근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고는 있으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베트남의 농촌인구 비중이 여전히 70% 수준으로서
향후 노동집약적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저임금 노동 공급 여력 역시 매
우 높은 상황인 바, 생산요소 비용이 수출산업화에 커다란 장애 요소
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그림 4-11>에는 미국의 총요소 생산성 수준 대비 베
트남과 주변국의 생산성 수준 추이가 나타나있다. 중국의 경우 미국
대비 생산성 수준이 1990년대 초반 5%대 수준에서 최근에는 20% 수
준까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수준 대비 5% 미만에 머무르다가 1990년대 중반 이
<그림 4-11> 총요소 생산성 수준 국제 비교(US=100%)
25

(%)

20
15
10
5
0
1970

1975

베트남

1980

1985

중국

1990

태국

1995

2000

2005

라오스

자료 : Penn World Table 9.0.(검색일: 2017.10.2).
주 : 개별 수치는 미국의 생산성 대비 각국의 생산성 수준임.

2010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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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서서히 상승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라 평가된다.
이상을 고려해보면, 기업 환경 측면에서 베트남의 수출산업 육성
에 잠재적인 중요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은 세제의 불투
명성과 비효율성, 낮은 생산성으로 대변되는 기술력 부재 등이라 사
료된다.
3) 베트남의 시장 기반 및 거시경제 여건 평가
수출산업화가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안정된 거시경
제 및 시장 여건의 확보에 있다. 특히, 정치경제적 안정성, 수출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수준의 환율, 적절한 전문인력 풀, 해당 수출산
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후방 산업의 존재, 효율적인 정부
정책 등은 역사적 경험에서 볼 때, 수출 육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들이다.
Ohno and Thanh(2015)는 최근 베트남 경제의 주요 특징을 경제 성
장세 둔화, 고평가된 환율, 낮은 국제경쟁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
울러, 최근 공공 부문의 투자가 확대되어오면서 재정 수지 적자 확대
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그림 4-12>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2015년 기준 베트남의 GDP 대비 재정 적자 수준은 6.2%로서 비교 대
상국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한편, 전문인력 등의 인적자원 문제는 향후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
는 산업발전 정책 방향 및 이행 계획에 따라 수출산업화의 심각한 장
애 요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가령, 베트남 정부가 추구하는
2035년 산업발전전략 등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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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경상수지, 재정 수지 및 저축률 비교(GDP 대비 비중,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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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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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4

베트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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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경상수지

재정 수지

저축율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를 조기에 달성하려면 당연히 인적자원의 획기적인 개선과 풍부한 전
문인력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현재의 경제발전 단계
에 보다 적합한 경공업 위주의 수출 공업화를 지향하는 경우에는 인
적자원 문제는 별다른 장애 요인이 아닐 수 있다.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부패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베트남의 주요한 성장 제약 요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산
업과 전후방 연관 효과가 존재하는 산업군의 미발달은 향후 수출산업
육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 지원전략 설계상의 고려 사항
이상과 같이 수출 제약 요인에 대한 진단이 끝나면 제2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지원전략 혹은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동 단계에서 고
려해야 할 사항은 극복해야 하는 제약 요인에 초점을 둔 전략 혹은 프

제4장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수출산업 육성 지원전략

157

로그램의 설계, 모니터링 및 평가 절차의 마련, SDGs 및 기타 공여국
ODA 사업과의 조화, 수원국의 산업발전 혹은 수출산업화 전략에 대
한 고려 등이다.
앞서 분석에서 식별한 바와 같이 현재 베트남의 수출산업화를 저해
하는 핵심 제약 요인으로는 해외시장 및 수요처에 대한 기업의 정보
부족, 낮은 생산성, 사유재산권 보호 미약 및 부패, 전후방 연관 산업
의 미성숙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전략 수립이나 프로그램
설계에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층 점검·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원전략 설계 단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사항으로는
SDGs 및 기타 공여국 ODA 사업과의 조화이다. 김세원·이시욱·최석
준(2015)에 따르면, SDGs의 총 169개 세부 과제 중 무역과 관련된 사
항은 17개 정도로 파악된다. 이들 세부 과제는 크게 시장 접근, 관세
철폐,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WTO 협상과 연관된 제도적 기반 구축
과제들과 그 외의 개도국 무역 역량 및 기회 제고에 관련된 과제들로
구분된다.
<표 4-14>에는 이들 세부 과제 중 베트남 정부의 현행 산업발전전
략을 기반으로 연관성이 높아 보이는 과제들을 예시하고 있다. 이 중
개발 목표 8인 포용적 지속가능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개발 목
표 9의 인프라 건설, 산업화 및 기술혁신 촉진 등의 관련 세부 과제는
베트남 정부에서 특히 관심이 있는 분야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에 SDGs와의 조화된 대베트남 지원전략 및 프로그램 수립 시에는 이
와 같은 세부 과제의 내용, 그리고 성과 목표 달성의 지표(indicator)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 등 주요 공여국, 그리고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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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수출 육성 관련 베트남에 적용 가능한 SDG 개발 목표와 세부 과제
목표(Goal)

무역 관련 세부 과제(Trade Target)

3. 건강한 삶 보장과
후생 증진

3.b 『TRIPS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에 의거한
저렴한 기초 의약품과 백신의 제공

14.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해양자원의
보호 및 활용

14.6 2020년까지 과잉생산 남획 조장, 불법 조업 등 관련
어업 보조금 폐지, WTO 어업 보조금 협상에 개도국 및
최빈국에 대한 특별 대우 포함

17. 실행 수단 강화 및
지속성장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17.10 DDA 협상을 포함한 WTO 체제 내에서의 개방적이
고 규범에 충실하며 비차별적인 다자간 무역시스템 증진
8.2 고부가가치/노동집약적 부문 다각화, 기술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8. 포용적 지속가능성장 8.3 생산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 창의성과 혁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마이크로 및 중소기업의 법인화와 성장 독려
8.9 지역사회 문화/상품 홍보 등 지속가능한 관광 장려
정책 수립 및 이행

9. 인프라 건설,
산업화 및 기술혁신
촉진

9.1 경제발전과 후생 증진을 위한 양질의, 신뢰성 높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인프라 개발
9.3 금융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가치사슬과 시장 편입 증대
9.b 산업 다각화와 상품 부가가치 등에 초점을 둔 정책
적 환경 보장 등을 포함한 개도국 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 지원

자료 : 김세원·이시욱·최석준(2015)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행에서 설정한 국가지원전략(CSP, Country Partnership Strategy)과 실
제 진행 중인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
를 들어, 세계은행의 2007~2011년 베트남 국가지원전략의 경우 전략
목표를 중저소득 국가 달성,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인프라 및 사회간
접자본 개선, 포트폴리오 관리 체계 구축, 지역 간의 교류 증대 등으
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의 2012~2016 베트남 국가지원전략에서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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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성장 및 빈곤 감소에 목표를 두고 전략적 목표로서 거버넌스
강화, 양성 평등, 경제적 안정성 확보 달성 도모 등을 설정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여 지원 프로젝
트를 선정하고 있다.
- 베트남 국가 전략의 주요 목표 고려: 지역·국가 경쟁력 강화, 개발
의 지속가능성 도모, 경제 및 사회적 기회 창출 등.
-세
 계은행의 강점 고려: 향후 추가 지원 없이 지속가능한 사업 선
정, 높은 실적을 보유한 기존 프로젝트 관련 지원 등.
-개
 발파트너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 지원.

(3) 기타 고려 사항
제3단계인 제도화 및 사업 시행 단계에서 가장 큰 고려 사항은 어떠
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다. 협력국 정책 및 이해관계자 간의 조화 및 참여 활성화, 금융협력,
기술협력 등 다양한 지원 수단 간의 시너지 제고, 공여국 프로그램 간
의 중복성 최소화,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정책과 ODA 정책 간의 연계
성 확보 등이 동 단계에서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개도국 원조 사업의 성공 사례 이면에는 공여국의 책임
성(commitment), 현지 개발파트너의 관심(ownership) 및 정책화 의
지, 정책 조정 및 시행의 효과성, 민간 부문의 참여도 제고 등이 존재
한다. 반면, 실패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현
지 민간 부문의 관심이나 참여 부재, 프로젝트의 단속성, 효과적인 모
니터링 및 평가 방식 부재, 예산의 비적정성, 현지 주무 부처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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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프로젝트 관리상의 문제 등이 제기된다.
한편, 모니터링 및 평가는 ODA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관
련된 여하한 프로그램의 성공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모
니터링 및 평가 방식은 프로그램의 설계 단계부터 상당한 구체성을
가져야 하며, 평가 기준도 실현 가능성 및 평가의 용이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 1980년대 중반 이래 성공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및 안정적인 성
장 기조를 시현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낮은 국내 투자율, 민
간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생산 역량 미흡, 기업활동에 대한 고질적인
사회적 고비용, 전후방 연관 산업군 미약, 대중국 의존도 지속 등 지
속성장의 기반을 약화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 요인들이 내재하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연구의 총론에 해당하는 김세원·김종일·강동근(2017)에서는
베트남이 향후 상위 중소득 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
책과제로 민간기업의 생산 역량 배양을 통한 산업 다각화 및 국내 부
가가치 창출력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구현하는 유효한
방식의 하나로서 핵심 산업 지역에서의 수출산업클러스터 육성 및 관
련 혁신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이러
한 인식하에 대베트남 ODA 지원의 초점을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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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및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제
조 중소기업의 생산 역량 제고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하에 본 연구는 김세원·김종일·강동근(2017)에서 식별
한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산업 ODA 유망 분야인 중소기업 역량 배양,
산업클러스터 및 수출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어 각각의 분야에 대한
주요 현황 및 지원전략 방향을 고찰하고 있다. 이미 서론에서도 기술
한 바와 같이 본고의 필자들은 지난 3년간 산업 분야 ODA 심층 연구
의 일환으로 이들 3개 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를 기수행한 바 있으며,
동 연구 결과들을 정책 수요가 큰 베트남의 사례에 직접 적용하여 구
체화한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존재한다.
우선, 개별 각론 중 베트남 중소기업 역량 배양과 관련하여 본고에
서 도출한 결론 및 정책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의 중소기업들
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재 외국기업들
과의 전후방 연관 관계가 미약하며, 동시에 외국인 직접투자에 유발
될 수 있는 기술이전 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금융 접근 제약성과 숙련노동 부족 문제도 현재 베트남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핵심 제약 요인으로 분석된다. 베트남 정부도 과거 제
1차 및 제2차 중소기업발전계획을 통해 이러한 제약 요인들을 타개하
려 적극 노력해왔으나, 현 시점에서 여전히 큰 진전을 시현하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황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ODA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 경제가 외국인 투자기
업들의 기업활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한 중소기업 육성
ODA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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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훈련센터나 대학을 통하지 아니하고 싱가포르에 진출한 다국
적기업으로 하여금 기술훈련센터를 설립하도록 지원하면서 모든 교
육프로그램을 다국적기업에게 전담시켜 수요자 중심의 기술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전문가
가 국내 중소기업에 파견을 나가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한 바 있다.
둘째, 베트남 중소기업들이 기업경영에서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금융 제약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ODA 프
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금융시장 주요 참가자들인 중앙은행, 상
업은행, 중소기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 금융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실
시함으로써, 이러한 베트남 중소기업들의 금융 제약을 완화할 필요
가 있다.
셋째, 베트남에 대한 주요 ODA 공여국들 간의 원조 조화 문제에 대
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베트
남에 대한 중소기업 ODA 주요 내용들을 보면 상당한 부분이 대학 등
에서의 직업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동 분야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공동 ODA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시너지 효과와 중복 방지 효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두 번째 분석 대상인 산업클러스터의 경우에도 베트남의 전
반적인 클러스터 정책의 방향이나 관련 거버넌스 측면에서 개선의 여
지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베트남의 경
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클러스터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
자 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경쟁적으로 산업클러스터가 조
성되고 있다. 특히, 관련 정책결정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볼 때,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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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나 관련 기관의 역할 등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아 클러스터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 대학, 연구소, 기업 들이 협업
을 하고 기술개발이나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혁신형 클러스터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베트남 산업클러스터들의 경우 혁신활동의
가치사슬 구축에 대한 고려 없이 생산 기업 유치에만 집중하고 있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집적 효과나 기타 외부 효과를 구현하지 못하
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하에 본고에서 제시하는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ODA 관
련 정책 제언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는 베트남의 효과적인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책 자문형 지원 사업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클러스터 조성 및 재생 사업 타당성 조사
협력을 통해 클러스터 조성 규모나 산업별 특성 반영 여부 등도 점검
할 수 있어 베트남 정부로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종합적
인 시각에서 산업단지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인
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 경우,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국책연
구소 지방분원, 기업 지원 R&D 시설 등이 패키지 형태로 입지하는 사
례가 많아지고 있다. 베트남과의 ODA 협력 시 기업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융복합 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수립에 대한 정책 자문을 실
시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는 교육훈련형 ODA 지원 방식의 개선을 들 수 있다. 한국 기업
이 다수 진출한 하노이 및 호찌민 지역에서 전자산업 관련 교육프로
그램을 운영하거나 베트남 직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단기 기술교육
을 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융복합 단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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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환경기술 이전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사
업도 호응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셋째는 시설건립형 ODA 사업의 추진이다. 현지에 건설 중인 V-KIST
사업과 같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구소 건립을 지원하
고 건설 후 연구소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순 생산거점에서
기술집약형 복합 클러스터를 지향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 수요
를 고려할 때 베트남 지역에 주요 산업에 연관된 공공연구소 건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세 번째 연구 대상인 수출산업 육성에 대한 분
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의 베트남 교역 구조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입
각한 현지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생산활동과 연관성이 깊은 반면,
국내 민간기업들의 대부분은 생산성 및 국제화 역량이 낮아 내수시장
에만 의존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저부가가치 생산영역에 특화되
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베트남의 자
체적인 수출 역량 배양을 위해서는 민간기업들이 직면한 수출 제약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기업들이 특화 가능한 산업 영역을 식별하여
이에 상응하는 맞춤형 지원전략의 모색이 긴요하다.
우선 첫째, 수출상품 중 베트남이 이미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품군들의 경우 외부적인 지원이 부재하더라도 경쟁력의 유지 혹은
상승이 가능한 바, 교통·에너지 인프라 개선, 전문인력 개발 등 주로
간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반면 현재에는 비교열위에 있
으나 기존 비교우위 제품들과 연계성이 높은 제품군들은 보다 구체적
으로 수출산업화의 제약 요인을 분석하고, 동 상품에 특화된 지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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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의 경우 대부분의 수
출 활동이 외국인 직접투자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후자
는 대부분 베트남 민간기업들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접근 방식은 더욱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둘째 베트남의 핵심 수출 제약 요인인 해외시장 및 수요처에 대한
기업의 정보 부족, 낮은 산업 생산성, 사유재산권 보호 미약 및 부패,
전후방 연관 산업의 미성숙 등에 초점을 둔 지원프로그램의 설계 및
실행이 필요하다. 아울러, 베트남 수출기업들은 해외시장 및 수요처
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와 함께, 해외 표준 및 기술 규정에 대한 이해
와 조화, 품질, 수량 등에 대한 구매자의 수요 충족 등도 주요한 수출
애로 요인으로 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 수립
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제품공간 분석 결과 철강 구조물 등 철강 제품, 가공 목재, 알
루미늄 제품, 플라스틱 제품, 보일러 제품, 전동기 부분품 등이 베트남
의 향후 수출 유망 품목으로 식별되는 바, 이들 품목의 수출산업화 지
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들 산업군들
의 상당수는 베트남 수출제품의 중간재로 공급하는 전방 산업들이라
는 점에서도 정책적으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넷째, 본고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대베트남 지원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성공 사례의 이면에는 공여국의 책임성, 현지 개발파트너
의 관심 및 정책화 의지, 정책 조정 및 시행의 효과성, 민간 부문의 참
여도 제고 등이 존재한다. 반면, 실패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문제점으로는 현지 민간 부문의 관심이나 참여 부재, 프로젝트의
단속성,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방식 부재, 예산의 비적정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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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주무 부처의 내부 문제, 프로젝트 관리상의 문제 등이 제기됨을 염
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는 김세원·김종일·강동근(2017)에서 대베트남 산업 ODA
유망 분야로 제시된 중소기업 역량 배양, 산업클러스터 및 수출산업
육성에 관련된 주요 분석 결과 및 지원전략 방향을 논의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① 수출 제약 요인의 진단, ② 지원전략의 설
계, ③ 제도화 및 사업 실행, ④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총 4단계의 체계
적인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베트남 수출산업 ODA 프로그램의 방향
성 및 시행 방식을 고찰하고 있는 바, 관련 후속 연구 및 정책수립 과
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수출 진단 단계
에서 베트남 민간기업들이 가장 핵심적인 수출 제약 요인들로 인식하
고 있는 해외시장 정보 부족, 해외 표준 및 기술 규정과의 조화 문제,
기업 노동생산성 답보 등의 문제점 해소에 초점을 둔 구제적인 ODA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을 고려해볼 만하다.
한편, 기존 대베트남 산업 분야 기술협력은 주로 중앙정부 등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한 정책 자문,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사업이 주류
를 이루어왔는데, 산업 ODA의 보다 직접적인 효과성 시현을 위해서
는 기존의 공공 부문 중심의 기술협력에서 점차 직접적인 정책 대상
인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시행·확산해
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미시적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는 김세원·김종일·강동근(2017)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시장 여건 및 수
요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베트남 민간기업 및 우리나라 진출 기업들
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동 프로그램의 일차적인 정책 대상을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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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진출 기업들에 원자재, 반가공품, 부품 및 부분품을 제공하
는 전방 산업에 해당하는 산업 부문에 특화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산업 ODA가 베트남뿐만 아니라 관련 수혜국 전반에
서 효과성을 배가하면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필자들의 선행 연구인 김세원·이시욱·최석준(2015)에서 제
시하는 바와 같이 수출산업 육성을 포함한 무역 분야를 한국 원조 체
제 내에 주류화하는 노력이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방식의
차이는 존재하나, 대부분의 선진 공여국들에서는 무역 관련 원조가
ODA 체계 내에서 중점 사업 분야의 하나로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
거나 혹은 다양한 원조 사업의 명시적인 핵심 목표로 간주되고 있음
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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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s ODA Strategies for Economic Development of Vietnam
Si-Uk Lee et al.
Since the mid-1980s, when Vietnam introduced reform and openingup policies, it has accomplished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and stable growth by successfull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various threat factors that weaken the
foundation of sustainable growth, such as low domestic investment
ratio, insufficient overall management and production capacity of
private enterprises, high social cost for business activities, weak
forward and backward linkages, and continued reliance on China.
Considering these points, this study focuses on finding out what
strategies Korea should take in the three areas of ODA to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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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s, industry clusters, and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First of all, Chapter2 analyzes the strategy of Korea ODA to SMEs in
Vietnam. The Vietnamese government has made considerable efforts
to establish various policies to foster SMEs through the first SME
development plan for 2006~2010 and the second SME development
plan for 2011~2015. However, it is difficult to judge that the
Vietnamese government’s efforts have achieved great results when
we look at the results of recent surveys on SMEs. The most important
reason is that Vietnamese SMEs failed to enjoy the benefits from
technology transfer due to lack of absorptive capacity to assimilate
the technology of Korean companies in Vietnam.
Based on these analyzes, the policy proposals for ODA strategi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SMEs in Vietnam are as follows. First, a
closer examination of coordination and harmonization in aid activities
among ODA donors to Vietnam should be preceded. In particular,
the major activities of Korea and Japan ODA to Vietnamese SMEs are
concentrated in vocational education in university and et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joint program between Korea and Japan
for this field.
Second, given the fact that Vietnam’s economy will depend on the
business activiti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n ODA program should be set up to foster SMEs in
consideration of such specificity.
Third, ODA programs for financial constraints should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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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Vietnamese SMEs perceive them as the biggest constraints.
Chapter3 deals with strategies to support industry clusters in
Vietnam. The main analyzes are as follows. First, as many industry
cluster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specialized industry clusters
according to the region have not been developed systematically.
Instead, industry clusters are being created competitively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stimulate local economy.
Second, innovative cluster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a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companies collaborate to carry
out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novation activities. However, the
industry clusters of Vietnam are centered on traditional ones for the
purpose of attracting companies only.
Third,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are exacerbated by
the excessive number of IZ and the rapid increase of companies.
According to an interview with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in
Vietnam, 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 and etc, only 15% of
industry clusters are constructing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Based on this analysis, Chapter3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the policy advisory group can be considered.
It is expected that a positive effect will be achieved if policy advice
is made on the establishment of a cluster project for strengthening
corporate innovation capacity in ODA cooperation with Vietnam.
Second, it supports education and training ODA.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that inv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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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ese employees to Korea for short-term technical education or
to operate educational programs related to the electronics industries
in Hanoi and Ho Chi Minh, where many Korean companies have
advanced.
Third,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ODA projects to support
establishment of facilities. Considering the policy demand of the
Vietnamese government, which is aiming at a Technology-Intensive
cluster from a simple production base,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programs to support the construction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related to major industries in Vietnam.
Finally, Chapter 4 deals with Korea’s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strategies to Vietnam. The main analysis contents are as follows.
Since the introduction of reform and opening-up policies in Vietnam,
the foreign sector has been rapidly expanding, centered on trade in
goods. Among Vietnam’s total exports, the share of manufacturing
has increased rapidly from 49.8% in 2005 to 78.5% in 2016. Among
them, exports of high-tech electrical and electronic parts and parts
have been increasing significantly. In addition, Vietnam’s trade
structure is highly correlated with the production activities of local
FDI firms based on the global value chain.
Considering these situations in Vietnam, we will be able to take
the following points into account when establishing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strategies and programs. First, it is reasonable to
focus mainly on indirect support for the product groups that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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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ready has a comparative advantage among export goods. For
example, indirect support is provided to improve transportation and
energy infrastructure, and to develope advanced human resources.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for the products which are at a
comparative disadvantage to analyze the constraints of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more specifically. It would also desirable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support program focusing on them.
Second, it is necessary to design and implement a support
program that focuses on major constraints in Vietnam's export. For
instance, major constraints are as follows: low industrial productivity,
insufficient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weak forward and
backward linkages, and lack of information on overseas markets and
demand.
Third, as a result of the product space analysis, the following
products can be identified as promising export items in Vietnam,
so we can consider supporting them as main product groups: steel
products(ex. steel structures), processed wood, aluminum products,
plastic products, boiler products, and electric motor parts.
Fourth, as the cases of major assistance in Vietnam shown in this
paper, the following areas are important for success: responsibility
of donors, the interest of local development partners, willingness
to make policies, the effectiveness of policy coordination and
enforcement, and the involvement of the priv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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